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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몽골제국의 속국들 중에서 고려는 심히 중요한 사례이다. 몽골제국의 

고려 지배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종래의 주관심은 쿠빌라이 시기 몽골의 

對고려 정책에 있었다. 또한 쿠빌라이 시기 쿠틀룩 켈미시와 충렬왕의 

혼인을 몽골과 고려 통혼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몽골과 고려의 첫 통혼은 이미 몽골제국의 제4대 칸 뭉케 

시기(r. 1251-59)에 이루어졌고, 몽골제국의 첫 고려 쿠레겐은 

王綧이라는 인물이었다. 이 글에서는 뭉케의 對고려 정책의 축이었던 

王綧이라는 인물에 주목하여 몽골의 고려 지배를 “전체적인 

접근방식”과 “몽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부분에서 몽골제국의 고려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몽골제국의 속국 정책 전반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해당 시기 王綧과 홍씨 일가, 고려국왕과의 알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王綧의 정치적 위상을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글의 제1장에서는 우선 몽골제국의 속국지배와 지배 수단로서의 

통혼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몽골제국의 속국정책의 네 가지 

중요한 원칙으로 첫째는 속국은 속국은 대칸에 직접적으로 복속되어 

있고, 둘째는 몽골은 속국의 군주와 본속을 유지시켰고, 셋째는 속국의 

의무로 “六事”를, 다른 하나는 속국의 의무로 “六事”를 요구하는 

것이고, 넷째는 分而治之, “이중 통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이미 밝혔듯이 몽골제국의 속국들에 대하여 대칸은 

“육사” 중의 두 의무인 군주의 친조와 자제의 입질을 통하여 속국 

군주의 충성을 확인하였고, 친 몽골세력을 양성했고, 속국의 왕좌를 

대칸의 어전에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있어 몽골의 속국정책 

중 통혼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에 제1장 제2절에서는 바로 몽골의 속국 

지배 수단이었던 통혼에 주목하였다. 몽골제국 시기 속국과의 통혼은 

중요한 속국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몽골제국 초기 칭기스 일족과의 

통혼은 率先歸附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구육·뭉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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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색채는 퇴색되고, 속국지배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로 능숙히 

사용되었다. 구육에서 쿠빌라이 시기 몽골제국의 속국들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몽골제국과 속국간의 통혼 사례로 칭기스 칸 

시기의 웅구트와 위구르, 구육 시기의 조지아, 뭉케 시기의 루스와 고려, 

쿠빌라이 시기 티베트 사꺄派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속국과의 

통혼은 모두 재위 대칸의 확장정책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칭기스 칸 

시기 이루어진 통혼들은 대체로 대칸家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구육에서 쿠빌라이 시기 형성된 통혼은 대칸의 명령에 의해 관련된 

몽골황족과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王綧의 혼인은 바로 

뭉케 시기 대 고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몽골제국과 고려간의 첫 

통혼이다. 

제1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제2장에서는 뭉케의 對고려 정책의 전환과 

王綧 쿠레겐의 부상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우선 몽골제국의 

고려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관점들을 검토하고 몽골의 對고려 정책의 

간략히 살펴보았다. 몽골의 첫 고려 왕족 쿠레겐인 王綧이라는 인물이 

사료 기록으로 인한 선입견과 뭉케 사후 몽골의 對고려 정책 중심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王綧은 출신상 父系로는 

고려 왕실과 거리가 머나, 혼인관계로는 그 거리가 밀접하였다. 1241년 

왕자라고 속여 투르각으로 몽골에 入質된 王綧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洪福源이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한다. 뭉케 시기 對고려 정책의 전환 

이전, 洪福源은 시종 몽골의 고려정책의 핵심에 있었다. 하자만 뭉케 

시기 對고려정책의 전환으로 첫 고려 ‘왕자’ 쿠레겐이 출현하게 되고 

對고려의 지점도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뭉케의 고려정책은 

시작부터 좌절을 겪었다. 王綧은 쿠레겐이 되자 마자 거의 동시에 

신분이 폭로 당했다. 그럼에도 王綧에 대한 뭉케의 지지는 계속되었다. 

제2절에서는 신분 폭로 이후 王綧의 정치행적에 주목했다. 신분이 

폭로된 이후 고려에 대한 王綧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또한 

1258년 王綧 쿠레겐은 자신의 쿠레겐 신분을 통하여 洪福源을 제거하고 

몽골에 복속한 모든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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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년 뭉케의 급사로 인하여 王綧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되었고, 

洪福源의 아들 洪茶丘의 부상으로 장악했던 복속한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도 박탈당했다. 이후 瀋州에 대한 통제권은 회복을 받으나, 

王綧은 이미 몽골의 對고려 정책에서 주역은 아니었다. 王綧 쿠레겐와 

洪福源의 권력 투쟁은 이후 고려국왕과 홍씨 일가의 권력 투쟁의 前奏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58년에서 1260년 王綧 쿠레겐의 지위는 지극히 높아졌고, 고려의 

왕좌에도 닿을 수 있었을 정도에 이르렀는데, 뭉케의 급사로 인하여 

王綧의 정치적 위상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쿠빌라이 집권 이후 1260년 

우선 王綧은 고려 왕좌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기존 고려인 세력에 대한 

권한도 상실하였으며, 홍씨 일족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나게 되었고, 비록 

자신의 세력은 유지했으나, 생의 최후에 여러 시련을 겪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주요어: 몽골제국, 속국, 통혼, 쿠레겐, 王綧, 홍복원, 홍차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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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3세기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을 席卷하며 많은 왕국을 정복했다. 

『元史』·「太祖本紀」에서는 칭기스 칸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사십 

국을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몽골은 복속하지 않은 나라들은 

멸망시킨 반면 복속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으로 삼고 유지해왔다. 1 

몽골의 지배와 통치는 이들 속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몽골제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속국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속국들도 

몽골제국을 구성하고 있어, 속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몽골의 

제국통치를 살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배하의 각 속국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몽골의 속국지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2 

최근 30년 간의 몽골제국사 연구상 새로운 접근과 관점을 총괄하며 

김호동은 “전체적인 접근방식(a holistic approach)”과 “몽골적인 

관점(a Mongol perspective)”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3  특히 

몽골제국제도(Mongol Imperial Institutions)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은 몽골제국 전반에서 울루스 사이의 공통성을 강조하며 “이들 

제도가 각 울루스 단위에서 시행될 때 나타나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1 몽골제국의 속국을 별도로 표기한 지도 비록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보다 

후 시기를 다룬 것이지만,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중 「몽골 제국의 

통합성과 지속성」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파주: 사계절. 2016. pp. 142-143).녹색으로 표시된 

몽골제국의 속국들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부터 동쪽으로는 태평양 

연안까지 이르는 범위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2 예외적인 사례로 올슨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Allsen, T. T. Mongol 

Imperialism: The Policies of the Grand Qan Möngke in China, Russia, and 

the Islamic Lands, 1251–1259.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3 “전체적인 접근방식”은 올슨이 제시한 개념이다 (Allsen, Mongol Imperialism, 

p. 11). 최근 몽골제국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연구 흐름에 관하여 

김호동. 「最近 30年(1986-2017) 몽골帝國史 硏究: 省察과 提言」. 

『中央아시아 硏究』, 제22호, 제2권, 2017. 특히 pp. 24-4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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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었다. 4  제국중심부에서의 이러한 “유사성과 상이성”의 

확인으로 제국 주변부의 속국 연구에서 비교적인 관점(a comparative 

perspective)을 요구하게 되며, 속국을 몽골제국의 시공간적·지정학적 

배경하에서 검토할 것을 필요하게 되었으며, 속국은 “보다 큰 

정치질서의 일부일 뿐이다”. 5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의 검토를 

통하여, 각 속국 역사에 대한 ‘一國史’적 혹은 ‘王朝史’적 시각부터 

자유로워지고, 아울러 몽골제국의 속국지배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 

칭기스 일족과 속국 왕족간의 통혼은 몽골제국의 속국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중국 왕조들의 외족 통혼과는 성격에서 차이를 보인다. 6 

복속의 여부에 대하여 몽골인은 지배에 복종하는 “속민(屬民)”과 

“역민(逆民)”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7  몽골의 제국 

이데올로기는 동등한 지위의 외국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몽골제국 시기 

외교문서가 이러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8 속국의 군주들은 칭기스 

                                            
4 김호동. 「몽골제국의 세계정복과 지배: 거시적 시론」. 『역사학보』, 

제217집, 2013. pp. 86-87. 
5  몽골 지배하의 중국에 대한 Herbert Franke와 Denis Twitchett의 평가를 

차용했다. Franke, Herbert, & Twitchett, Denis. "Introduction". in Herbert 

Franke &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2. 
6 蕭啟慶.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治」. 『內北國而外中國: 

蒙元史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7. pp. 766-768. 
7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쿠빌라이 정권의 탄생과 고려의 정치적 위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p. 92. 
8 Rachewiltz, Igor de. "Some Remarks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Chinggis Khan’s Empire". Papers on Far Eastern History, 7, 1973. p. 25. 

몽골제국의 제국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제시한 Rachewiltz의 글을 참조할 수 

있고, Allsen, Thomas T. "A Note on Mongol Imperial Ideology" in Volker 

Rybatzki, Alessandra Pozzi, Peter W. Geier & John R. Krueger eds. The 

Early Mongols: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Studies in Honor of Igor de 

Rachewiltz on the Occasion of His 80th Birthda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The Denis Sinor Institute for Inner Asian Studies. 2009.도 

참조할 수 있다. 몽골제국의 외교문서, 특히 서구와의 외교문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식에 관하여 Aigle Denise. “From ‘Non-Negotiation’ to an 

Abortive Alliance. Thoughts on the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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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족의 쿠레겐(küregen)이 되어 고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또한 칭기스 일족의 쿠레겐이 됨으로써 제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기반을 얻을 수 있었다. 9  몽골제국 

시기 이후 칭기스 일족만 칸을 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칭기스 통치 

원리’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칭기스 일족의 쿠레겐이라는 신분도 

여전히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로 작동했다. 10  가장 잘 알려는 사례는 

티무르이다. 티무르는 자신은 네 명의 칭기스 일족의 여성과 혼인을 

맺었고 쿠레겐이라는 칭호를 통치 정당성 근거의 하나로 사용했었다. 

뿐만 아니라 티무르의 자손들모 칭기스 일족과 혼인을 맺었다. 칭기스 

일족과의 통혼은 티무르 朝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11  그 외에도 다얀 

칸의 6만호 중의 하라친에서 보이는 “노얀-타부낭(諾顔-

塔布囊)”체계, 즉 칭기스 일족과 異姓 귀족 사이의 통혼을 통한 

통치제도도 유사한 사례이다. 12  이에 몽골제국의 쿠레겐 제도와 속국 

지배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몽골제국 시기 및 그 이후 시기를 

이해하는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몽골의 많은 속국들 중에서도 ‘駙馬國’ 고려는 심히 중요한 

사례이다. 고려는 몽골과 장기적인 군사 충돌국면에 처해있었지만, 

여전히 외교적인 협상도 계속하여 진행했으며, 몽골제국 내부 

                                                                                                               

Mongols and the Latin West”. The Mongol Empire between Myth and 

Reality: Studies in Anthropological History. Leiden: Brill. 2014. 
9 쿠레겐(küregen)은 몽골어 “사위”를 의미하며, 몽골제국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칭기스 일족의 사위, 즉 “駙馬”를 지칭해왔다. 명청대 문헌에서는 타분 

옹(tabun ong)으로 칭기스 일족의 사위를 지칭하였고, 쿠레겐은 사위의 

의미로만 남게 되었다. 타분 옹은 “五王”을 뜻하는데, 몽골제국 시기 

五投下에서 기원했다 (賈敬顏. 「五投下的遺民：兼說“他布囊”一詞」. 

『民族研究』, 第2期, 1985. p. 29). 
10 ‘칭기스 통치 원리(チンギス統原理)는 岡田英弘가 제기한 개념이다 (오카다 

히데히로. 이진복 옮김. 『세계사의 탄생』. 서울: 황금가지. 2002. p. 193). 
11 티무르의 통치 정당성에 관하여 Manz, Beatrice Forbes. "Tamerlane and 

the Symbolism of Sovereignty”. Iranian Studies, 21, 1/2, 1988. pp. 110-

111을 참조할 수 있다. 티무르 朝의 對 칭기스 일족 통혼에 관해서는 

川口琢司. 『ティムール帝国支配層の研究』. 北海道: 北海道大学出版会. 2007. 

특히 제2장을 참조할 수 있다. 
12 “노얀-타부낭(諾顔-塔布囊)”체계에 관하여, 烏雲畢力格. 『喀喇沁萬戶研究』.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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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의 결과로 쿠빌라이가 등극한 이후 일련의 정치과정을 통하여 

몽골제국의 ‘부마고려국’이 되었다. 충렬왕 및 그 이후의 고려왕들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 칭기스 일족(쿠빌라이系)의 

쿠레겐이 되었고, 대원 시기 몽골제국의 정치적 격동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고려의 왕좌도 이러한 정치 격동으로 인하여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또한 몽골과 고려의 통혼의 시작으로 종래의 연구들은 

쿠빌라이 시기 쿠빌라이의 딸인 쿠틀룩 켈미시(Qutluɣ Kelmiš, 

忽都魯揭里迷失,)와 王諶의 혼인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3 1269년 당시 고려 세자였던 王諶은 쿠데타로 元宗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쿠빌라이의 御前으로 가서 公主降嫁를 

청했다. 기존연구는 청혼의 경과 및 당시의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진행했으나, 청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王諶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公主降嫁를 

승부수로 둔 발상에 대핸 논의가 부족하고, 다만 이를 종래 對고려 

정책의 ‘전환’을 쿠빌라이 탈권 이후‘元朝의 확립’의 맥락 하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통혼관계는 몽골과 고려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元朝”와 대몽골국(Yeke Mongɣol Ulus, 

大蒙古國) 사이의 단절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 당시 몽골제국 

전반에서 이루어진 몽골 제국과 속국간 통혼을 간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쿠빌라이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칭기스 일족과 고려 왕실의 

통혼 사실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필자는 이러한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몽골제국과 속국의 

통혼을 연구해보자고 한다. 몽골제국의 고려 지배와 칭기스 일족과 

고려왕족의 통혼을“전체적인 접근방식”과 “몽골적인 관점”을 통하여 

쿠레겐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몽골제국 전반에서 “비교적인 관점”으로 

검토하려고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우선 몽골제국의 속국정책과 속국지배 수단을 살펴보고, 

                                            
13 대표적인 연구로 岡田英弘. 「元の瀋王と遼陽行省」.『モンゴル帝国から大清

帝国へ』. 東京: 藤原書店. 2010; 蕭啟慶.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治」; 金惠苑. 「麗元王室通婚의 成立과 特徵 

– 元公主出身王妃의 家系를 중심으로」. 『梨大史苑』, 第24·25合輯, 1989; 

李命美. 「高麗·元 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韓國史論』, 49, 2003; 森平雅

彦. 「高麗王家とモンゴル皇族の通婚關係に關する覺書」.『モンゴル覇権下の高

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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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속국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쿠레겐 제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특히 시기별 몽골제국과 통혼한 속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칭기스 

칸에서 쿠빌라이 시기 몽골제국과 속국간의 통혼 사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뭉케 시기 對고려의 정책의 지축인 王綧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뭉케 시기 對고려 정책의 전환은 쿠빌라이 

시기에 비견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王綧 쿠레겐의 부상과 그와 

홍씨 일가, 고려국왕 사이의 알력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몽골 

對고려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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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몽골제국의 속국지배 

 

제1절 몽골제국의 속국지배: 그 정책과 수단 
 

몽골제국은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고 또 많은 나라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14  몽골이 속국을 지배함에 있어, 크게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첫째로 속국은 직접 대칸에 종속되었다.15 둘째로 몽골은 속국의 

군주를 보류했고, 속국의 종교, 법제, 풍속 등 사회·문화적인 제도 전반 

즉 本俗을 유지시켰다. 16  셋째로 모든 속국에는 편의상 “六事”로 

불리우는 속국의 의무가 일괄적으로 부여했다. 17  다만 “六事”의 

항목은 항상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1267년 몽골이 安南에 보낸 

조서에서는 군주의 친조, 자제의 입질, 호구조사, 군사적 지원, 세부의 

납부, 다루가치의 설치 등 “六事”를 요구했지만, 1275년에는 

“舊制”에 따라, 호구조사, 다루가치의 설치, 군대의 첨발, 역참의 설치, 

세량의 납부, 세공의 납부 등을 요구했다.18올슨은 그의 획기적인 저서 

『몽골 제국주의 (Mongol Imperialism)』에서 몽골의 속국지배의 

수단으로 특히 君長親朝와 子弟入質에 주목하여 몽골제국이 속국의 

                                            
14 몽골이 속국의 존재를 용인한 이유에는 있어, 비록 군사적인 작전의 비용이 

과대했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올슨은 몽골의 ‘경험 있는 행정인원의 

결핍’을 보다 설득력 있는 이유로 들었다 (Allsen, T. T. "The Yűan Dynasty 

and the Uighurs of Turfan in the 13th Century".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p. 244-245). 
15 Allsen, “the Uighurs of Turfan”, p. 250. 
16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pp. 96-97. 
17 “六事’의 내용과 시기적인 변화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pp. 93-96)를 참조할 수 있다. 
18  安南에 요구된 “六事”에 관하여 Fiaschetti, Francesca. "The Six Duties: 

Yuan Diplomatic Interactions with East and Southeast Asia", Archivium 

Eurasiae Medii Aevii, 23, 2017.을 참조할 수 있다. 비록 “舊制”라고 했지만, 

“六事”의 목이 전부 칭기스 칸 시기부터 요구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역참의 설치와 호구조사는 우구데이 시기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Allsen, “the Uighurs of Turan”, p. 261; Allsen, Mongol Imperialism, p. 115;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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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들을 자신의 정치질서 속에 포섭하고, 속국에서 親몽골 세력을 

扶植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했다. 넷째로 몽골은 이런 수단을 이용하여 

왕좌를 두고 경쟁하는 속국의 군주 혹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몽골에 

대한 ‘충성경쟁’을 하게함으로써 속국 지배를 강화했다. 몽골은 이와 

같은 ‘이중 통치권 (dual rulerships)’을 통해서 속국 군주들의 

충성을 확보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통치를 확립하고자 했다.19 물론 이 

모든 지배 수단의 배후에는 몽골의 군사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올슨은 뭉케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몽골의 속국 지배 수단을 논의했지만, 

이 수단들은 물론 뭉케 시기에 제한된 것만은 아니다. 뭉케는 이미 

그전부터 확립된 체계를 계승하고, 또한 진전시킨 것이다.20  

君長親朝와 子弟入質를 통한 속국 지배를 좀 더 살펴보자면, 

속국군주의 君長親朝는 칭기스 칸 시기 이미 존재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칭기스 칸 시기 몽골에 복속한 위구르의 군주, 이두쿠트(iduqut, 

亦都護) 바르축 아르트 테긴(Barčuq Art Tegin)은 親朝를 했다. 21 

속국의 군주 후보자들이 대칸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왕좌에 앉았던 

경우를 우구데이 시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키르만(Kirman)의 바락 

하집(Baraq Hajib)이 1234년에 죽자, 그의 조카 쿠틉 앗 딘(Qutb ad-

Din)이 그를 대신했다. 22  바락 하집의 아들 루큰 앗 딘(Rukn ad-

Din)은 카간의 御前으로 가서 親朝했다. 카간은 그에게 키르만의 

통치권을 주었고, 쿠틉 앗 딘에게는 입시(入侍)할 것을 명령했다.23 구육 

시기에는, 조지아의 왕좌 후보자 다비드 울루 (David Ulu)와 다비드 

나린 (David Narin)이 구육의 御前에 와서 계승권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구육은 다비드 울루를 다비드 나린보다 우위에 두어, 왕좌를 

다비드 울루에게 주었다. 24  그런데 뭉케의 등극과 함께, 이번에는 쿠틉 

                                            
19 몽골이 설립한 ‘이중 통치권’에 관하여, Allsen, Mongol Imperialism (p. 

74)을 참조할 수 있다. 
20 Allsen, Mongol Imperialism, p. 115. 
21 Allsen, “the Uighurs of Turfan”, p. 247.  
22 키르만의 계승분쟁에 관하여, Allsen, Mongol Imperialism (pp. 69-70)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올슨의 서술은 『집사』의 기록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23 라시드 앗 딘. 『칸의 후예들』. 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5. pp. 105-

106. [이후 『칸의 후예들』로 표기]  
24  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 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 서울: 까치. 2015. pp. 115-116 [이후 『몽골제국 기행』

로 표기]. 또한 같은 책, 66쪽의 주석2를 참조할 수 있다. 몽골과 조지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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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딘이 뭉케의 御前으로 왔고, 그 결과 쿠틉 앗딘은 루큰 앗 딘을 

처형하고 그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다. 25  이러한 사례를 君長親朝와 

충성경쟁을 통한 지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속국지배 방식과 

차이가 없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구육과 뭉케 시기 사이 

속국지배방식에 다른 요소가 추가되었다. 즉 몽골제국 핵심부에서 

왕좌의 주인이 우구데이系에서 톨루이系로 전환되어, 속국들에서도 

권력의 교체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26  이후 제국 핵심부의 권력투쟁과 

연동하여 속국 군주들이 숙청되거나 고난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27  한편 君長親朝의 의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루스의 체르니고프(Chernigov)의 왕공 미카엘(Michael)은 

다름아닌 몽골적인 의례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와 칭기스 칸에 대한 

不敬罪로 처형되었다.28 

속국 군주의 親朝는 속국 복속의 상징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면제되거나 대체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속국의 군주가 직접 親朝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의 친족을 파견할 수 있었다. 29  많은 경우 몽골은 

속국 군주 子弟의 親朝를 대신 요구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던 키르만이나 

조지아 등의 사례는 몽골이 기존 속국 내 정치세력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여 속국지배를 실현했던 경우였다면, 속국 군주의 子弟入質을 

통하여 새로운 갈등을 창출하여 속국지배를 실현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子弟入質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 

子弟入質은 몽골제국이 속국에 요구한 또 하나의 의무로, 역시 

칭기스 칸 시기부터 제국 전반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入質은 위구르 

군주 바르축 아르트 테긴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0 속국에 

                                                                                                               

관계에 있어, Allen, W. E. D. A History of the Georgian People: From the 

Beginning Down to the Russian Conquest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 Co., LTD. 1932. (pp. 109-127); 

北川誠一.「モンゴル帝国とグルジア王国」. 『史朋』, 10, 197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5 『칸의 후예들』, p. 353. 
26 Allsen, Mongol Imperialism, p. 70. 
27 올슨은 Mongol Imperialism (p. 67)에서, 구육과 뭉케 사이의 공위기가 많은 

속국 군주들의 시련기라고 지적했다.  
28 『몽골제국 기행』, pp. 54-55. 
29 Allsen, Mongol Imperialism, p. 66. 
30 올슨은 비록 위구르 이두쿠트 왕족이 納質했음을 명확하게 기술한 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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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子弟入質의 요구는 비단 속국에만 제한되었던 요구가 아니라 제국 

전반에서 이루어졌. 31  속국에 요구된 子弟入質을 한문사료는 

“투르각(turɣaɣ, 禿魯花)”으로 기록하고 있다. 32  투르각으로 入質된 

子弟들은 대체로 케식(kešig)에 포함되었다.33  이들은 대칸의 케식으로 

宿衛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4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속국에 대한 

지배는 대칸의 고유 권한으로 “지역적인” 몽골의 군주 혹은 분봉한 

                                                                                                               

없지만, 왕정에서 복무한 기록을 入質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lsen, “the Uighurs of Turfan”, p. 278 주 132). 위구르 문자로 된 

「高昌王世勳碑」에는, “여전에 한 것처럼, … 그들에게 주어 인질로 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사료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해당 비문에 대한 전사와 

번역은 卡哈爾·巴拉提, 劉迎勝. 「亦都護高昌王世勳碑回鶻文碑文之校堪與研

究」. 『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第八輯)』, 1984. p. 71 & p. 81 주석 2를 

참조할 수 있다.  
31 칭기스 칸은, 일찍이 대체로 1189년에 자신의 케식을 정비했고, 1203년과 

1206년 두 차례에 걸쳐, 케식 조직을 확장했다. 이들 케식은 대체로 각 

천호장·백호장·십호장의 子弟들로 구성되었다. 칭기스 칸 시기의 케식 조직에 

관하여 Hsiao, Ch’i-ch’ing.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Cambridge: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p. 34-38, 특히 pp. 35-36) 를 참조할 수 있다.  
32 투르각(turɣaɣ)은 투르크어 어간 ‘tur-(서다; to stand)’에서 파생된 

‘turqaq’을 차용한 것으로, 한문 사료에서는 “覩魯花·禿魯花”로 표기하고 있다. 

투르각이라고 入質로 쓰인 용례는 오직 대원 시기 한문사료에만 보인다. 

투르각으로 入質을 지칭하는 것은, 몽골로 보내진 인질들이 주로 宿衛를 

담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p. 37 

또한 p. 149 주석 16참조).  
33 “케식(kešig)”은 투르크어 “käzik”의 몽골 차용어로, “순번(turn)”을 의미한다. 

한문 사료에서는 “怯薛”로 표기되고 있다. 대원 시기의 사료에서 “케식”은 

칭기스 칸이 구축한 宿衛를 지칭한다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p. 

148 주석 10). 
34  몽골제국에서 보편적으로 納質이 진행되었다. 군주가 子弟를 대칸의 

御前으로 보내는 경우 외에도, 예를 들면, 몽골 왕족의 投下領에 있는 

漢人世侯들은 대칸에게 納質하는 동시에, 投下主에게도 納質했다(蕭啟慶, 

『內北國而外中國』, p. 287; 海老沢哲雄. 1972. 「モンゴル帝国の東方三王家

に 関 す る 諸 問 題 」 . 『埼玉大学紀要·教育学部』. 21, 31-46. pp. 36-37). 

더불어 李治安. 2007. 『 元代分封制度研究(增訂版) 』 . 北京: 中華書局. p. 

277를 참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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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들은 관여할 수 없었다. 35  올슨이 이미 지적했듯이, 투르각으로 

入質되는 것은 단순히 人質로 속국의 군주들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넘어서, 속국 왕좌경쟁의 후보자를 대칸의 신변에 둠으로써, 언제든지 

속국 군주의 왕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협을 더해주는 것이었다. 36 

특히 형제를 入質할 경우, 속국의 군주는 형제에 의해 대체될 위험성도 

감안해야 했다. 형제를 入質시키는 상황은 구육·뭉케 시기에 많이 

출현했는데, 몽골은 이를 이용하여 속국에 대한 적극적으로 간섭을 

시도하여 지배를 강화했다. 

이러한 위협을 제외하고, 보다 일반적인 기능으로 누케르(nöker, 

伴當)에서 기원한 케식은 “초원 사회의 산물로서, 군주의 친위대, 

황실의 가사 간부, 質子營, 귀족 자제 훈련 학교 등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37 몽골에 케식으로 入質된 경우 몽골의 정치질서에 익숙해지고, 

몽골화되며, 入質되지 않은 왕좌 후보자보다 강한 親몽골 경향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몽골은 속국의 군주들을 포섭하고 회유함에 있어 君長親朝와 

子弟入質 외에도 통혼 즉 公主降嫁를 속국 지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통혼은 속국의 군주들을 몽골 칭기스 일족의 

쿠레겐으로 만듦으로써, 속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다음 절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육·뭉케 시기 카라코룸에 갔던, 많은 

속국 왕좌의 후보자들은, 본국으로 귀환할 때 몽골 부인 및 몽골 군사와 

함께했다. 그리하여 구육·뭉케 시기 몽골에 入質한 속국 군주들의 

子弟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몽골제국 속국지배의 중요 수단인 

통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몽골과 속국간 통혼의 시기에 따른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35  Allsen, “the Uighurs of Turfan”, p. 250. 혹자는 우구데이 사후 대칸의 

공위기간 바투에게 보내진 조지아와 루스의 入質을 그 반례로 들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대칸 공석기의 상황이며 구육이 등극한 이후 바투는 이들을 모두 

대칸의 御前으로 보냈다 (北川誠一, 「モンゴル帝国とグルジア王国」, pp. 9-

10; Allen, Mongol Imperialism, p. 113; Vernadsky, George. The Mongols 

and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3. p. 142).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바투에게 보내진 入質의 사례도 올슨이 지적한 일반적인 

상황과 배치되지 않는다. 
36 Allsen, Mongol Imperialism, p. 74. 
37 蕭啟慶. 「元代的宿衛制度」. 『內北國而外中國』.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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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몽골제국과 속국간 왕실 통혼과 속국지배 
 

통혼은 몽골제국이 흥기하는 과정에서 칭기스 칸이 자주 사용했던 

통합방식이다. 38 칭기스 일족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통혼은 대체로 두 

가지 양식을 보이는데 양가가 서로 왕자와 공주를 주고받는 

“쌍방혼”과 칭기스 일족의 여자를 降嫁해 주는 “일방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9  칭기스 일족과 통혼하는 쿵기라트 등 몽골의 다른 

부족들과는 달리, 웅구트(Önggüt), 위구르, 고려, 티베트 사꺄(Sa-

skya)派 쾬(ˈKhon)氏 등 집단과의 통혼은 모두 “일방혼”의 형태를 

취한다.40 

                                            
38 몽골의 여러 통혼집단에 대해 편이한 참고서로 Zhao, George Qingzhi. 

Marriage as Political Strategy and Cultural Expression: Mongolian Royal 

Marriages from World Empire to Yuan Dynasty. New York: Peter Lang. 

2008.을 참조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진행한 논의에는 참고가 되지 않았다. 

칭기스 칸 시기 맺어진 몽골과 각 집단 사이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Broadbridge, Anne F. Women and the Making of the Mongol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 109-124를 참조할 수 

있다. Broadbridge는 칭기스 칸 시기의 혼인 관계가 대체로, 1190-1206년, 

1207-1211년에 두 번의 주요 혼인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첫 

단계에서 칭기스 칸은 주로 몽골 내부에서 통혼을 진행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몽골 중심부 밖의 세력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pp. 138-

140). 최근 Ishayahu Landa가 "Imperial Sons-in-Law in the Mongol Empire 

(13th-14th centuries) "라는 제목의 박사논문(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으로 쿠레겐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논문을 구하지 못하여 참조할 수가 없었다. 단 Landa의 논문("Reconsidering 

the Chinggisid Sons-in-Law: Lessons from the United Empire", Chronica, 

18. 2018)을 통하여 그의 연구주제와 관점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39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p. 109. 
40  칭기스 일족과 “일방혼” 관계를 맺은 집단으로 칭기스 일족과 웅구트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周清樹. 「汪古部與成吉思汗家族世代通婚關係」. 

『元蒙史札』.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01.을 참조할 수 있고, 관계 

계보도 역시 별도로 참고할 수 있다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 p. 

111 그림 3-3). 위구르와 칭기스 일족의 혼인관계에 관해서는, 卡哈爾·巴拉提, 

劉迎勝, 「亦都護高昌王世勳碑」, pp. 105-106을 참조할 수 있고, 관련 

계보도는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帝国秩序と王国の対応』, p. 115 

그림 3-4를 참고할 수 있다. 몽골과 고려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蕭啟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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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기스 칸 이래 몽골제국은 쿠레겐에게 기존 속민을 유지해주었고, 

쿠레겐은 소속 천호의 노얀을 임명할 수도 있었다.41  칭기스 칸 시기, 

웅구트의 진국(鎮國, Jingui)은 이미 北平王라는 칭호도 받았다.42 이후 

대원 시기, 쿠레겐인 각 부족의 家主들도 王爵에 책봉되었다. 43  이들 

칭기스 일족의 쿠레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전체상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 쿠레겐은 歲賜, 朝會賜與 등을 받을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治」; 森平雅彦, 「高麗王家とモンゴル皇族の

通 婚 關 係 に 關 す る 覺 書 」, 『 モ ン ゴ ル 覇権下 の 高麗』를 참조할 수 있고, 

계보도는 岡田英弘. 『モンゴル帝國から大淸帝國へ』. p. 163; 森平雅彦, 『モ

ン ゴ ル 覇権下 の 高麗』, p. 125 그림 3-5를 참조할 수 있다. 사꺄 派와의 

통혼에 대해서는 陳慶英. 「元朝在西藏所封的白蘭王」. 『陳慶英藏學論文集

(上)』.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6; 張雲. 『元代吐蕃地方行政體制研究』. 北

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1998. pp. 55-63; Petech, Luciano. "Princely 

Houses of the Yűan Period Connected with Tibet" in Tadeusz Skorupski ed. 

Indo-Tibetan Studies: Papers in Honour and Appreciation of Professor 

David L. Snellgrove’s Contribution to Indo-Tibetan Studies (pp. 257-269). 

Tring: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1990; Wylie, Turrell V. "Khubilai 

Khaghan’s First Viceroy of Tibet". in Louis Ligeti ed. Tibetan and Buddhist 

Studies: Commemorating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Alexander 

Csoma De Korös, Volume 2 (pp. 391-404).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 Pvt. Ltd. 1984.등을 참조할 수 있다. 
41 姚大力. 『蒙元制度與政治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p. 49. 
42  李治安. 『元代分封制度研究(增訂版)』 , p. 225. 하지만 北平王라는 칭호는 

이후 대원 시기의 王號와는 성격이 다르다. 웅구트의 王號에 관하여, 周清樹. 

「歷代汪古部首領封王事蹟」. 『元蒙史札』을 참조할 수 있다. 
43 대원 시기 王爵의 등급은 印章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진다. 쿠빌라이 

후기 이키레스, 쿵기라트 일부 쿠레겐들은 郡王으로 여섯째 등급인 

銀印龜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成宗 테무르 시기, 武宗 카이산 시기를 거쳐 

‘一字王’으로 책봉되었고 첫째 등급 금인을 받았다 (李治安, 

『元代分封制度研究(增訂版)』, p. 244 & pp. 230-231; 野口周一. 「元代後半

期の王号授与について」. 『史学』, 56, 2, 1986. pp. 69-70; 野口周一. 「元代

世祖・成宗期の王号授与について」. 野口鉄郎 編『中国史における乱の構図 : 

筑波大学創立十周年記念東洋史論集』. 東京: 雄山閣出版. 1986. pp. 311-313). 

대원 시기 ‘一字王’의 책봉에 관한 통계로 野口周一. 「元代後半期の王号授与

について」. (p. 67) 표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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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참의 이용에서도 특권을 갖게 되었다.44  

칭기스 칸 시기 시작된 통혼관계 형성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45 통혼의 대상은 대체로 가장 먼저 칭기스 칸에게 복속해온 

집단들이었다.46 우구데이 시기, 칭기스 칸 시기 맺어진 위구르와 칭기스 

일족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알말릭에 있던 군주 부자르(Buzar)의 

아들과 주치의 딸의 혼인도 이루어졌다.47 

우구데이 말기에서 구육 즉위 때까지 入質된 子弟들은 모두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했다. 구육의 즉위식에 출석한 인원의 면면에 대해서는 

주베이니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는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한 몽골의 

제왕과 노얀들을 서술한 이후, 속국의 子弟들을 열거했는데, 룸 

셀주크의 루큰 앗 딘·조지아의 두 다비드가 출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8  구육은 룸 셀주크의 왕좌를 루큰 앗 딘에게 주었고, 다비드 

                                            
44 李治安. 『元代分封制度研究(增訂版)』, pp. 252-253 & pp. 271-272. 
45 Landa, "Reconsidering the Chinggisid Sons-in-Law”, p. 220. 칭기스 칸 

시기에서, 뭉케 시기까지, 즉 소위 ‘통일 제국(United Empire)’ 시기 중에 

칭기스 일족과 통혼한 집단에 관하여, Landa의 이 글을 참조할 수 있다. 

Landa가 글에서 확인한 ‘통일 제국’ 시기 칭기스 일족과 각 집단 사이의 통혼 

관계에 대하여, 필자는 대체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일부 혼인의 시기 및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몽골황족과 사꺄派 쾬氏의 

통혼시기에 대한 의견이 필자와 다르고, 이외에도, 루스와 고려의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몽골의 혼인 집단 전반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논문 羅賢佑. 「試論元朝蒙古皇室的聯姻關係」. 中國社會科學院民

族 研 究 所 主 編 . 『中國民族史研究 』 .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도 

참조할 수 있다. 
46 Landa, "Reconsidering the Chinggisid Sons-in-Law”, p. 219. 
47 卡哈爾·巴拉提, 劉迎勝, 「亦都護高昌王世勳碑」, p. 105; Barthold, W. 

Turkestan down to the Mongol Invasion (2nd ed.). London: Messrs. Luzac 

and Co. 1928. p. 401; ʿAla-ad-Din ʿAta-Malik Juvaini. John Andrew Boyle 

trans. The History of the World-Conqueror, Vol. I-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이후 Juvaini/Boyle로 표기] pp. 75-77. 하지만 

우구데이 시기 새롭게 맺은 속국과의 통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가능한 이유로 우구데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복 대상이었던 金이 속국으로 

복속할 생각이 없었던 점, 또한 몽골의 기타 원정에 관련된 속국들이 이후 

구육·뭉케 시기와는 달리 아직 몽골에 복속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찾아볼 수 

있다.  
48 Juvaini/Boyle, p. 250. 그루쎄, 르네[Grousset, René]. 김호동·유원수·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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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루를 다비드 나린의 위에 두었다. 49  이렇게 속국의 왕좌는 대칸의 

御前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속국의 왕좌 후보자들은 속국으로 귀환활 때 대칸의 칙령과 

牌子를 가지고 몽골 군사와 함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종종 몽골 

부인도 동반하였다. 예를 들어 구육은 루큰 앗 딘을 룸 셀주크로 보낼 

때 그에게 엘지기데이(Eljigidei)의 딸을 부인으로 주고 몽골 군사 

2,000명을 함께 파견했으며, 셈파드도 몽골인 부인과 함께 

귀환시켰다.50  

뭉케 시기 카라코룸에 갔던 속국의 君長 중 하나인 

로스토프(Rostov)의 왕자 글렙(Gleb)은 1257년 카라코룸으로 

親朝하였고 대칸의 명령으로 주치 울루스의 바투의 사르탁(Sartaq)의 

딸과 혼인했다.51 이러한 혼인 관계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구육·뭉케 

                                                                                                               

옮김.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 파주: 사계절. 1998. (p. 390)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집사』의 관련 기록에서는 킬리키아 국왕 헤툼 1세의 동생 

셈파드(Sempad)를 제외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 『 칸의 후예들 』 , p. 287). 

셈파드가 카라코룸을 방문했던 것 자체는 확실하나, Bayarsaikhan에 따르면, 

그가 카라코룸에 도착한 시간은 1248년이고, 1250년 귀국했다. 셈파드의 

카라코룸 행에 관하여, Bayarsaikhan Dashdondog. The Mongols and the 

Armenians (1220-1335). Leiden: Brill. 2011. pp. 80-84.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구육 즉위식 당시, 카라코룸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카르피니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몽골제국 기행』. p. 66). 
49 Juvaini/Boyle, p. 257. 관련 시기 몽골과 룸 셀주크의 관계에 관하여, Cahen, 

Claude. P. M. Holt Trans. The Formation of Turkey: The Seljukid Sultanate 

of Rum: Eleventh to Fourteenth Century. Edinburg: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1. (pp. 173-179); 井谷鋼造. 「モンゴル侵入後のル-ム: 兄弟間の

スルタン位爭い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39, 2, 1980. (pp. 362-371) 등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50 루큰 앗 딘의 경우, Melville, Charles. "Anatolia under the Mongols". in 

Kate Flee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Turkey Volume I: Byzantium to 

Turkey, 1071-14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55. 

를 참조; 셈파드의 경우, 그와 결혼한 몽골 여성에 관하여, 몽골 카툰이라고 

지칭하지만, 구체적인 출신은 언급하지 않았다. Bayarsaikhan, The Mongols 

and the Armenians (1220-1335), p. 81. 
51  글렙은 로스토프 왕자 보리스(Boris)의 同母弟였다 (Vernadsky, The 

Mongols and Russia, pp. 168-169; Allsen, Mongol Imperialism, p. 138). 

글렙의 혼인 상대에 관하여, Landa, "Reconsidering the Chinggisid S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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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君長親朝와 子弟入質 외에도, 통혼은 속국지배 수단의 하나로 

사용했다. 이들의 혼인관계에서 비록 몽골인 부인들이 모두 황족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육은 엘지기데이를 선두부대로 파견하고 룸 셀주크, 

조지아, 알레포, 킬리키아 등 지역을 모두 그의 통제 하에 두었다. 52 

루큰 앗 딘과 엘지기데이 딸의 혼인 관계 또한 몽골이 속국 정복 

과정에서, 姻戚관계가 있는 집단을 함께 파견하는 관행과도 부합한다.  

이상의 논의로 지금까지 알려진 몽골제국과 속국간의 통한 관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기 점을 확인하였는데, 다만 티베트 사꺄派 쾬氏와 

몽골 황족의 통혼과 몽골제국과 고려의 통혼의 시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몽골제국과 고려의 통혼은 제2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여기에서 몽골 칭기스 일족과 티베트 사꺄派 쾬氏의 통혼을 잠깐 

살펴보려고 한다. 

대원 시기 몽골의 대칸들은 쾬氏에 공주를 주고, 

‘백란왕(白蘭王)’이라는 王號를 부여했다. 53  한문사료와 티베트 

사료에서 ‘백란왕’ 王號를 받은 네 명의 쾬氏 가문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54  칭기스 일족과 혼인을 맺은 첫 쾬氏는 팍빠의 동생으로 

최초로 백란왕에 책봉된 착나도르제 (phyag na rdo rje) (1239-

67)이다. 하지만 착나도르제의 혼인 시기에 대하여 티베트 사료 

                                                                                                               

Law”, p. 224 주석 57을 참조할 수 있다. 몽골과 루스의 관계에 관하여, 

Vernadsky, The Mongols and Russia, pp. 140-208; Martin, Janet. "North-

eastern Russia and the Golden Horde (1246-1359)". in Maureen Perrie ed. 

The Cambridge History of Russia Volume I: From Early Rus’ to 16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을 참조할 수 있다. 몽골과 

루스 왕공들의 통혼 기록에 관하여, Lenhoff, Gail. "Rus’-Tatar Princely 

Marriage in the Horde: The Literary Sources". Russian History, 42. 2015. 

(pp. 21-28) 를 참조할 수 있다. 
52 Juvaini/Boyle, pp. 256-257. 
53 陳慶英. 「元朝在西藏所封的白蘭王」, p. 415. 
54 한문 사료에서는 백란왕 쇠남 상뽀(瑣南藏卜) 한 사람만 확인되지만, 티베트 

사료를 통하여 쇠남 상뽀를 포함한 네 명의 백란왕을 찾아볼 수 있다. 네 

명의 백란왕은 시간 순으로, 착나도르제(phayg na rdo rje), 쇠남 상뽀(bsod 

nams bzang po), 뀐가 레빼 중내 걜챈 뺄 상뽀(kun dga’ legs pa’I ‘byung 

gnas rgyal mtshan dpal bzang po), 닥빠 걜챈(grags pa rgyal mtshan)이 

있다 (최소영.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pp. 15-16 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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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의 차이로 인하여, 학계에서 대체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 견해는 그 시기를 구육 시기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한 견해는 통혼을 쿠빌라이 시기로 상정하는 것이다. 55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각 티베트 사료 사이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紅史』와『漢藏史集』은 우구데이의 차남 쿠텐(Köten)이 

착나도르제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쿠빌라이가 별도로 책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56  반면 『薩迦世系史』는 쿠빌라이가 쿠텐의 딸을 

착나도르제에게 주고 그를 “백란왕”으로 책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57 하지만 쿠텐이 죽을 때(1247/8 년), 착나도르제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혼인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58  또한 주목할 점은 몽골인은 

                                            
55 Luciano Petech은 일련의 연구에서 칭기스 일족의 여성과 쾬氏 

착나도르제의 혼인의 시점을 구육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Tibetan Relations 

with Sung China and with the Mongols"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 182; "Princely Houses of 

the Yűan Period Connected with Tibet", p. 259;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p. 19). Landa는 Petech의 견해를 따라 혼인의 시점을 구육 시기로 

받아들였다 ("Reconsidering the Chinggisids’ Sons-in-Law", p. 223). 반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陳慶英은 그 시점을 쿠빌라이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元朝在西藏所封的白蘭王」 p. 415). 
56 蔡巴·貢噶多吉 著. 東嘎·洛桑赤列 校注. 陳慶英, 周潤年 譯. 『紅史』.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88. pp. 43-44; 達倉宗巴·班覺桑布 著. 陳慶英 譯 

『漢藏史集: 賢者喜樂贍部洲明鑑』. 拉薩： 西藏人民出版社. 1986. p. 206. 
57 『薩迦世系史』에서 착나도르제와 결혼한 칭기스 일족의 여성이 첫 번째 

출현했을 때는 쿠빌라이의 딸로 나오지만, 다음 착나도르제 세 명의 아내를 

소개할 때에는 칭기스 일족의 여성을 쿠텐의 딸 망갈라로 기록하고 있다 

(阿旺·貢噶索南 著. 陳慶應, 高禾福, 周潤年 譯注. 『薩迦世系史』. 

拉薩：西藏人民出版社. 1989. pp. 170-171. & p. 172). 이후 착나도르제의 

아들 다르마팔라가 쿠텐의 아들 지빅테무르의 딸과 혼인을 맺은 점 및 

『紅史』와 『漢藏史集』의 기록을 감안하면, 착나도르제는 쿠텐의 딸 

망갈라와 혼인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薩迦世系史』, p. 

173). 
58 쿠텐의 계보에 관하여 杉山正明. 「東西文献によるコデン王家の系譜」. 『モ

ンゴル帝国と大元ウルス』.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杉山正明(p. 474)는 쿠텐이 1247에서 1248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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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를 왕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9  이러한 인식은 이전 

몽골의 對티베트 정책과도 일치하다. 뭉케 시기 몽골은 티베트를 제왕들 

사이에서 분봉했고, 쿠빌라이 집권 이후 사꺄派 정권으로 티베트를 

지배해왔다. 60  쿠빌라이는 1264 년 착나도르제를 몽골 군사들과 몽골 

칭기스 일족 부인과 함께 티베트로 귀환시켰다. 61  이러한 상황은 

몽골제국이 納質된 투르각을 귀환시킬 때의 통상적인 관행과도 일치하고, 

쿠빌라이의 티베트 정책 전반과도 부합한다. 62  이상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칭기스 일족과 사꺄派 쾬氏의 통혼은 쿠빌라이 

시기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속국은 대칸에 직접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 황족과 속국의 君長 

혹은 子弟(왕좌 후보자) 사이의 혼인도 마찬가지로 대칸이 결정하는 

사안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웅구트, 위구르 등 칭기스 칸 시기의 

사례로부터, 구육, 뭉케, 그리고 이후 쿠빌라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63 또한 주목해야할 것은 칭기스 칸 시기에 

맺어진 통혼 관계는 모두 칭기스 칸의 딸이나 혹은 그의 손녀(주치의 

딸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칭기스 칸의 딸들이 이미 모두 婚嫁를 한 

상황에서, 주치의 딸들도 칭기스 일족의 딸로서 동등한 중요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구데이 시기에도 여전히 카간의 딸로써 속국의 

군주(위구르 이두쿠트)와 혼인을 맺었다. 재위 중인 군주의 딸이나 

適婚기 딸이 없을 경우 군주와 가까운 황실의 여성으로써 통혼하였다. 

위구르, 웅구트의 경우가 모두 그러했다. 웅구트의 사례를 보면, 웅구트 

家主들과 통혼한 몽골 공주는 모두 대칸의 딸이었다. 64  이러한 혼인은 

                                            
59 『薩迦世系史』 (p. 107)의 기록에 따르면 팍빠와 쿠빌라이의 대화에서 

쿠빌라이는 티베트에 왕이 없다고 언급했었다. 
60 뭉케 시기 몽골의 티베트 정책에 대하여, 陳慶英, 史為民. 

「蒙哥汗時期的蒙藏關係」. 『蒙古史研究(第一輯)』. 1985;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pp. 10-14를 참조할 수 있다. 
61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p. 19. 
62 티베트 정책의 전환으로 뭉케 시기 분봉체제를 취소하고 팍빠를 國師로 

책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Petech,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p. 16). 

착나도르제를 ‘백란왕’으로 책봉하고 티베트로 파견한 것도 쿠빌라이의 티베트 

정책의 전환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63 다만 쿠빌라이 시기 이후, 서방의 諸울루스과 속국 사이에 출현한 

“일방혼”식의 통혼은 다른 성격의 문제였다. 
64 웅구트와 몽골황족의 통혼계보도에 관하여,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



 

 1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칭기스 칸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65 칭기스 칸 시기 공주를 降嫁하는 통혼 방식은 率先歸附에 

대한 보상으로 맺어진 것이었다. 66  이는 앞서 살펴본 구육·뭉케 시기 

몽골 황족과 속국 사이의 통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구육·뭉케 

시기 몽골에 새롭게 복속한 속국들에 대해서도 대칸의 딸과 혼인을 맺는 

                                                                                                               

高麗』, p. 111 그림 3-3을 참조할 수 있다. 森平雅彦(p. 113)가 지적했듯이, 

웅구트와 몽골황족의 통혼에서, 帝女 혹은 帝姉妹 10명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웅구트 家主 쿠르기스(闊里吉思) 사후 그의 아들인 주안(Ju’an, 术安)이 

아직 어려, 그의 동생 주쿠난(Juqunan, 朮忽難)이 家主가 되었다. 그는 이미 

몽골 황실의 여성과 혼인을 맺었던 관계로 추가적으로 혼인을 맺지 않은 듯 

보인다. 주안 이후 아이부카(Ai Buqa, 愛不花)계가 단절되어, 쿤 부카(Kün 

Buqa, 君不花)계가 계승했고 아락투(Araqdu, 阿剌忽都)의 통혼자가 가계가 

불명한 것도 그가 원래 家主 계승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周清樹, 

『元蒙史札』, pp. 78-84). 그의 아들 후계자인 마자르칸(Majarqan, 馬札罕)에 

와서는 다시 英宗 시데발라의 皇妹 수라 발라와 혼인을 맺었다(周清樹, 

『元蒙史札』, pp. 144-125). 
65  웅구트의 사례에서 이러한 단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육의 딸과 

혼인한 쿤부카는 뭉케의 남송 정벌에 참가했었다. 다만, 뭉케 시기 家主의 

지위는 쿠빌라이의 쿠레겐 아이부카계로 전이되었는데, 아이부카의 혼인 

시기는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周清樹, 『元蒙史札』, pp. 64-68). 

위구르 군주 이두쿠트와 몽골의 혼인에 관하여 바르축 아르트 테긴의 아들 

케스마인(Kismain)은 계보 불명의 몽골 공주와 결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통혼 사례로 이두쿠트와 몽골 공주가 통혼한 사례는 쿠빌라이가 

1276년(?) 코츠카르 테긴(Qochqar Tegin, 火赤哈兒的斤)을 구육의 딸 

바바카르(Babaqar, 巴巴哈兒)와 혼인시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羅賢佑. 「元

代畏兀兒亦都護譜系及其地位變遷」. 『民族研究』, 第2期, 1997. pp. 74-75). 

그 이후, 이두쿠트들은 계속 우구데이계, 그 중에서도 우구데이의 차남인 

쿠텐계와 혼인관계를 유지했었다 (卡哈爾·巴拉提, 劉迎勝, 

「亦都護高昌王世勳碑」, pp. 105-106).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몽골과 

속국의 통혼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을 감안하면, 2대가 차이나는 케스마인과 

크츠카르 테긴 사이의 공백은 상상하기 어렵다. 코츠카르 테긴과 혼인을 맺은 

구육의 딸 바바카르의 경우, 구육이 1248년에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을 

맺을 때 적어도 30살에 가까운 나이였다. 당시 몽골인들이 십수세에 혼인하던 

것과 비교하면, 이 혼인 또한 收繼婚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 

1276년(?) 이후의 이 결혼 이전에도 이두쿠트와 몽골 황족이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6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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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노얀이나 관련된 황족의 여성으로 속국의 군주들과 혼인을 맺게 

했다. 다만 몽골 황족은 여전히 속국 군주의 출신을 중요시했다. 몽골 

황족은 외국의 군주들을 그 출신에 있어, 자신들과 동등하다고 보았다.67 

그리하여 속국의 군장 혹은 왕좌 후보자들은 적어도 이념적으로 몽골 

황실과 혼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력한 지위에 자리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칭기스 칸 시기에서 뭉케 시기까지 몽골 속국 지배 정책의, 

세 가지 주요한 수단, 즉 君長親朝·子弟入質·公主降嫁를 살펴보았다. 

君長親朝·子弟入質은 모든 속국에 차별없이 적용된 것과 반해, 

公主降嫁는 모든 속국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구육·뭉케 시기 

변화된 형태로 드물지 않게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君長親朝·子弟入質로 왕좌의 잠재적인 후보자가 대칸의 御前으로 왔을 

때 상황은 더욱 그렇다.  

속국의 군주들이 투르각으로 보낸 子弟들은 모두 대칸의 御前에 

케식으로 근무하며 몽골의 정치문화와 생활방식에 익숙해져갔고, 

의복·언어 면에서 몽골화되었다. 68  그들은 몽골 옷을 입고, 몽골 말을 

하며, 몽골식으로 생활했고, 종종 몽골 이름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케식의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를 형성하며, 

몽골의 제국 문화에 익숙해져갔고, 제국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다. 

속국의 군주들은, 대칸의 명령으로, 몽골 황족과 혼인을 맺을 수 있었고, 

속국과 몽골 왕족의 통혼은 구육·뭉케 시기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더 이상 率先歸附한 속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속국 

지배의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또한 통혼은 한 세대에 멈추지 

않고,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 경우 통혼의 상대는 

대칸의 딸이 아닌, 대개 속국과 밀접히 관련된 몽골 황족 혹은 관련 

지방에 파견된 元帥의 딸이었다.  

고려의 경우도 기타 속국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몽골의 속국 지배 

정책과 수단 하에 처해 있었다. 몽골제국에서 고려의 지위는 몽골제국의 

여타 속국과 유사했다. 69  고려는 몽골제국의 속국 중에서 단지 “그들 

                                            
67 이 점은 Bertold Spuler가 지적한 바 있다 (Lenhoff, "Rus’-Tatar Princely 

Marriage in the Horde ", p. 21에서 재인용). 
68 고려왕가의 몽골화 현상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蕭啟慶, 

『內北國而外中國』, pp. 785-788을 참조할 수 있다. 
69 Robinson, David M.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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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우구데이 재위 마지막 해인 1241년에 고려는 

王綧(1224-1283)을 국왕의 아들이라고 속여 몽골에 투르각으로 

보냈다. 다음 장에서는, 몽골에 투르각으로 파견된 王綧을 중심으로, 

뭉케 시기 몽골의 對고려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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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뭉케 치세(1251-59) 王綧의 정치적 위상 

 

제1절 王綧 쿠레겐의 부상 
 

몽골과 고려의 첫 접촉은 1211 년이었으므로, 둘의 관계는 칭기스 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70  이후 몽골과 고려는 지속적인 

외교협상과 수 차례의 군사충돌을 반복했고, 그 결과 고려는 몽골에 

복속하여 궁극적으로 몽골제국의 “부마고려국(駙馬高麗國)”이 

되었다. 71  기존 몽골과 고려 관계에 관한 논의들은 쿠빌라이 시기의 

몽골의 정책전환을 중요시했다. 72몽골의 고려정책을 평가할 때 종래의 

중점은 쿠빌라이의 즉위와 몽골 고려정책의 전환이다. 선행연구자들은 

쿠빌라이가 ‘漢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몽골의 고유한 

대외정책을 포기하고 전통 중국적 외교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여겼다.73  

기존 연구의 대표적인 견해를 대체로 “세조구제(世祖舊制)”와 

“부마국체제(駙馬國體制)”로 정리할 수 있다. “세조구제”의 분석의 

틀에 따르면 고려의 부마국 지위는, “고려국왕이 몽골의 부마로서 

존재하고, 몽골의 국왕에 대한 책봉이 실질적인 권한으로 행사되며, 

몽골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이며, 책봉과 조공의 형식을 갖추고 있던 

점에 주목하여 내린 결론” 이다. 74  “부마국체제”란 고려가 

“대몽항쟁의 끝에 원에 굴복하고, 부마국으로 전락”하여 원 황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臣服하는 대신 독립왕국의 지위를 보장받았으며 그 

                                            
70 Henthorn, W. E. Korea: the Mongols Invasions. Leiden. E. J. Brill. 1963. p. 

4. 
71  몽골과 고려의 군사적 충돌에 관하여, Henthorn, 위의 책; 尹龍爀. 

『高麗對蒙抗爭史研究』. 서울: 一志社. 1991.을 참조할 수 있고, 외교적인 

측면에 관하여,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 서울: 

景仁文化社. 2011.을 참조할 수 있다. 
72 쿠빌라이 시기 對고려정책에 관하여, 陳得芝. 「忽必烈的高麗政策與元麗關係

的轉折點」 . 『元史及民族与边疆研究集刊(第二十四辑)』, 2012.를 참고할 수 

있다. 
73 高明秀. 「즉위 초 쿠빌라이의 고려정책 – 그의 漢法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東洋史學硏究』, 第141輯, 2017. pp. 257-258.  
74 이익주.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 – 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제27호, 2009.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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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고려의 “정치제도와 사회경제체제”를 정비하여 새로운 

국가체제로 재편성되는 것을 가리킨다. 75  이 두 관점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으나, 고려의 국가 존속과 고려국왕의 

부마화(駙馬化) 측면에서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공통적으로 

쿠빌라이의 고려정책의 전환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쿠빌라이의 對몽골정책 내의 

몽골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76  쿠빌라이 집권 초기 

對고려정책은 기존의 몽골의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77  쿠빌라이 집권 이후 속국의 체제보존과 ‘六事’이행 등은 

몽골의 기존 對고려 정책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골에 

복속한 이후, 몽골은 고려에서 “간접통치(indirect rule)”의 방식으로 

지배를 했고, “분이치지(分而治之)(divide & rule)”의 원칙으로 

고려를 통치하려고 했다. 78  올슨의 연구에서 보여주었던 

對속국정책의‘이중 통치’, 케식에 들어온 예비 후보자 등 속국지배의 

수단들을 고려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79  

상기의 對속국 정책의 일관성과 對고려 정책의 연속성은 또한 몽골과 

고려의 통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육·뭉케 시기는 능숙하게 

사용되었던 속국 지배 수단으로의 통혼을 고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몽골과 고려의 통혼에 있어, 종래의 연구에서는 

충렬왕과 쿠틀룩 켈미시의 혼인을 몽골과 고려의 첫 통혼으로 

간주했다.80 그러나 명백하게도, 몽골 황족과 첫 혼인 관계를 맺은 고려 

                                            
75 閔賢九. 『高麗政治史論: 統一國家의 확립과 獨立王國의 시련』.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p. 262. 
76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pp. 83-120. 
77 高明秀, 「즉위 초 쿠빌라이의 고려정책」, p.286. 
78 蕭啟慶, 『內北國而外中國』, p. 770. 
79  충렬왕과 충선왕, 충숙왕과 충혜왕의 부자 사이의 왕좌 경쟁과, 충숙왕과 

심왕 王暠의 형제 사이의 고려 왕좌에 대한 경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 岡田英弘 1959년의 글 「元 の 瀋王 と 遼陽行省」; 최윤정.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부마들: 통혼의 정치적 의미와 고려왕권의 성격 

재론」. 『中央아시아 硏究』, 제24호, 제2권, 2019 (pp. 94-111)를 참조할 수 

있다. 
80 岡田英弘, 「元の瀋王と遼陽行省」; 蕭啟慶,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

治」, 金惠苑. 「麗元王室通婚의 成立과 特徵 – 元公主出身王妃의 家系를 

중심으로」. 『梨大史苑』, 第24·25合輯, 163-212. 1989. 李命美. 「高麗·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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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은 王綧 쿠레겐이다. 81  王綧은 1241년 투르각으로 몽골에 

파견되었고, 뭉케 시기 몽골 황족과 혼인한 후, 다시 고려로 파견되었다. 

이 일련의 상황은 앞서 밝힌 구육·뭉케 시기 몽골의 對속국정책과도 

일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王綧 쿠레겐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주목이 부족했고, 그에 대한 잘못된 견해 또한 적지 않았다. 82 

王綧이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로, 王綧을 고려 국왕의 아들로 속여 

몽골에 入質했다는 사실은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고, 또한 『元史』, 

『高麗史』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 王綧이 중요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83 뭉케 시기 급부상했던 王綧 쿠레겐의 정치적 

위상은, 쿠빌라이의 집권으로 인한 충격과 洪茶丘와 충렬왕의 부상으로 

몽골의 對고려 정책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어 뭉케 시기 王綧의 

중요성에 대한 주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료의 부족으로 

王綧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제한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에서 永寧公으로 지칭되는 王綧(1224-83)은 고려 顯宗의 

넷째 아들 平壤公 王基의 7대 손이다. 84  비록 父系로는 고려 왕실과 

멀지만, 혼인을 통하여 王基 이후, 대대로 고려 왕실의 공주와 혼인을 

맺었다.85 특히 王綧의 형인 丹陽伯 王楈은 熙宗의 딸과 혼인을 맺었고, 

                                                                                                               

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韓國史論』, 49, 7-85. 2003. 
81 이정신. 「永寧公 王綧 연구: 몽고침략기 왕족의 모습」. 『민족문화연구』, 

제35호, 351-391. 2001. p. 374. 다만 王綧의 혼인을 몽골의 속국지배의 

배경하에서 주목하지는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등장하는 “王綧 쿠레겐”은 

사료용어가 아니라, 王綧의 정치적인 위상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임의의 

용어로, 쿠레겐의 신분을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겠다. 
82 王綧을 주제로 다룬 논문은 많지 않지만, 개중 가장 중요한 연구는 이정신의 

「永寧公 王綧 연구」를 꼽을 수 있다. 
83 『元史』 (“二十八年 夏四月 以族子永寧公綧稱爲子, 率衣冠子弟十人入蒙古, 

為禿魯花” 『元史』 本紀 第二 太宗 13年 p. 37)의 기록에 고려에서 ‘族子’ 

王綧으로 入質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高麗史』(上) (世家卷第二十二 高宗二 

p. 474)에서도, “族子” 永寧公 王綧을 아들로 하여, 투르각으로 몽골에 

보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사료의 기록이 주는 선입견 때문에 王綧에 대한 

중요시가 부족했던 듯하다. 뭉케 사후 쿠빌라이 시기 洪茶丘가 부상하면서 

王綧이 점차 몽골의 고려정책의 핵심에서 퇴장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 
84  이정신. 「永寧公 王綧 연구」, p.359. 
85 『高麗史』(下) (卷九十 列傳卷第三 宗室一 平壤公基), pp.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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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綧의 아버지 淸化侯 王璟의 동생 河源公 王瑃은 神宗의 딸과 혼인을 

맺었고, 王瑃의 아들 新安公 王佺 또한 熙宗의 다른 딸과 혼인을 

맺었다. 86  뿐만 아니라, 新安公 王佺의 딸은 高宗 시기 전 太子妃의 

죽음으로, 太子妃가 되었다.87王綧은 어렸을 때 궁에서 자랐는데, 상기와 

같은 혼인 관계 및 王綧 자신의 출중한 의용을 고려해보면, 王綧 역시 

일찍이 공주의 혼인 상대로 일찍이 궁에서 생황 한 것이 아닌지 

추정해볼 수 있다.88   

몽골의 고려 침공 여파로 고려 조정은 1241년 18살이었던 王綧을 

왕자로 속여 몽골에 투르각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후 王綧은 오랫동안 

몽골에 있었고, 그가 다시 고려로 돌아온 것은 무려 12년 뒤인 

1253년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몽골의 고려 침공에 

있어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인 洪福源(1206-58)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89 洪福源은 王綧과의 권력 다툼의 결과 1258년에 죽음을 

당하게 된 인물이다. 

洪福源은 몽골의 고려 침공의 주축이었다. 그는 1234년 동경(요양) 

이주 이후부터 1258년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십여 년간 遼陽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했고, 몽골의 고려 침공의 선두에 자리했다. 90  몽골제국 

내부에서 洪福源 세력이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우구데이 

시기였던 1233년 고려 북부경계의 40여 성의 백성을 모아 

                                            
86 『高麗史』(下) (卷九十一 列傳卷第四 公主), p. 63.  
87 『高麗史』(上) (世家卷第二十二 高宗二), p. 475. 
88 “帝謂綧曰，‘汝前稱王子，何哉.’ 

對曰，‘臣少養宮中，以王為父，以后為母，不知非眞子也.”『校勘 高麗史節要』 

(이후 『節要』로 표기). 卷17 高宗 41年 7月 p. 444). 
89 洪氏一家에 관하여 주로 周采赫. 「洪福源一家와 麗·元關係(一)」. 『史學硏

究』, 第24號, 1-53. 1974.;王桂東, 達力扎布. 「元代高麗裔洪氏家族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25, 3, 2015.; 楊曉春. 「13-14世紀遼陽、瀋陽地區高麗

移民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17, 1, 2007; 

于磊.「遼陽洪氏家族與高麗王室關係論述-以蒙元關係史為視角」 

『元史論叢(第十三輯)』, 2010; Robinson, Empire’s Twilight, (pp. 28-6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오기승은 박사논문(『13-14世紀 麗蒙 接境地域 

高麗人 勢力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7)에서도 洪氏一家와 王綧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90 東京(遼陽) 이주 이전 홍복원의 행적에 관해서는 여전히 周采赫의 

논문「洪福源一家와 麗·元關係(一)」이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다. 



 

 25 

東京(遼陽)으로 이주시킨 정책이었다. 91  이 정책의 결과 몽골제국의 

내부에 고려왕정과 대적할 수 있는 고려인 세력이 구축되었던 것이다. 

이를 몽골인이 항복한 자가 아직 항복하지 않은 자를 정벌하는 

분이치지(分而治之)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92  

몽골 측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遼陽·瀋陽 사이에 자리잡았고, 

洪福源은 遼陽故城에 거주하며 이들을 다스렸다.93  이때 洪福源이 받은 

관직은 管領歸附高麗軍民長官이며, 그가 우구데이로부터 받은 성지에는 

“네가 능히 힘을 다해 직임을 행할 수 있다면, 이후에 항복하는 자들은 

모두 너로 하여금 통령하게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94 실제로 

이후 몽골에 투항해 온 사람들은 동경에 와서 洪福源의 통제를 

받았다. 95  즉 이 성지는 洪福源에게 몽골에 복속해 온 모든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몽골과 고려의 군사충돌의 장기화로 

인하여, 洪福源의 세력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고, 洪福源의 지위는 

우구데이 시기에서 뭉케 초기까지 유지되었으며, 그는 시종 몽골의 고려 

침공의 주된 세력 중의 하나였다. 96  다만 구육 시기 일어난 변화 중의 

                                            
91 “六月 甲午 五月 一日. 賜高麗降人麟州探問神騎都領洪福源金牌，俾領元降民

戶，於東京居住.” (『譯註 元高麗紀事』(이후 『紀事』로 표기)』 太宗 p. 71). 
92 周采赫(「洪福源一家와 麗·元關係(一)」, p. 24)은 일찍이 d’Ohsson을 

인용하며 이 점을 지적했었다. 
93 楊曉春(「13-14世紀遼陽、瀋陽地區高麗移民研究」, p. 38)은 遼陽故城이 

瀋陽 서북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4 “至是有旨，以元降民戶令福源管領，復諭之曰，“爾能戮力效職，則後降者，皆

令爾領之.” 是日，遣使持璽書，諭高麗國未降人民節該. “若將高麗國王王瞮[?]及

元謀構起戰爭人員執縛來朝着，與先降洪福源一同，優加恩恤任用.若天兵圍守之

後，拒我者死，降我者生，其降民，悉令洪福源統攝.” 『紀事』, pp. 71-72 

(번역문은 같은 책 p. 72에서 인용). 또한 『元史』 洪福源傳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甲午夏五月，特賜金符，為管領歸附高麗軍民長官，仍令招討本國未附人民. 

又將旨諭高麗之民，有執王瞮及元搆難之人來朝者，與洪福源同於東京居之，優加

恩禮擢用，若大兵既加，拒者死，降者生，其降民令福源統之.” (『元史』 卷一百

五十四 列傳第四十一 洪福源传 p. 3628). 
95 “十年五月，其國人趙玄習、李元祐等率二千人迎降，命居東京，受洪福源節制，

且賜御前銀符，使玄習等佩之，以招未降民戶。又李君式等十二人來降，待之如玄

習焉”. (『元史』 卷二百八 外夷一 高麗 p. 4610). 또한 楊曉春, 「13-

14世紀遼陽、瀋陽地區高麗移民研究」, p. 38. 을 참조할 수 있다. 
96 洪福源은 몽골의 6차 고려 침공에 모두 관여했던 인물이다 (尹龍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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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새롭게 고려 침공을 위해 파견된 아무칸(阿母侃)은 기존의 

探馬赤軍과는 달리 동경에서 洪福源과 같이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97 

洪福源이 통제하의 遼陽-瀋陽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려인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1254년 (고려 고종 41년) 

고려 측 기록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高麗史節要』에서 

다음 같은 기록이 확인할 수 있다. “이 해, 몽골 병사에게 피랍된 

남녀는 무려 20만 6천 8백여인이고, 살육된 자는, 셀 수도 없다”. 98 

비록 이 수치는 고려측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결코 고려 측의 

통계가 아니며, 몽골에 의해 한 해에 피랍된 고려인 인원수는 더욱 

아니다.99 고려에서 몽골에 피랍된 사람의 수를 통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오직 몽골 쪽에서만 그 수치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뭉케는 즉위 이후 제국 전반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100 이러한 인구 조사는 洪福源 통제하의 지역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당시 洪福源의 행적을 통하여 洪福源 통제하의 

지역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洪福源은 1251년 뭉케의 즉위식에 

참석했다.101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前後歸附高麗軍民長官로 임명되어, 

                                                                                                               

『高麗對蒙抗爭史研究』, 제2장 참조). 
97 “定宗皇帝 二年 丁未. 命將阿毌侃, 與洪福源, 一同征討, 攻拔威州、平虜城.” 

(『紀事』 定宗 p.97). ; “原州民被擄入蒙古者還言, “阿毋侃洪福源詣帝所言, 

‘高麗築重城, 無出陸歸款意.’ 帝命皇弟松柱帥兵一萬, 道東眞國, 入東界, 

阿毋侃洪福源領麾下兵, 趣北界, 皆屯大伊州.”” (『節要』卷17, 高宗 40년 4월, 

p. 440). 
98 “是歲, 蒙兵所虜男女, 無慮二十萬六千八百餘人, 殺戮者, 不可勝計”. (『節要』. 

卷17, 高宗 41년, p. 446). 
99  이 수치에 대하여 종래의 연구에서는 사료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추가적인 분석은 없었다. 일부만 예로 들자면, 陳得芝, 「忽必烈的高麗政策與

元麗關係的轉折點」, p. 71; Henthorn, the Mongol Invasions, p. 128; 尹龍爀, 

『高麗對蒙抗爭史研究』 , p. 112;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 파주: 

지식산업사. 2013. p. 118 & p. 203. 
100 뭉케 시기 제국 전반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 관하여, Allsen, Mongol 

Imperialism, 제5장을 참고할 수 있다. 
101 1252년 1월 고려가 몽골에 파견한 사신이 몽골에 도착하기 이전 홍복원은 

이미 뭉케의 御前에 있었다. “春正月. 遣樞密院副使李峴侍郞李之葳如蒙古” 

(『節要』. 卷17, 高宗 39년 1월, p. 439). “峴未至蒙古, 東京路官人阿毋侃, 

通事洪福源等, 請發兵伐之, 帝已許之”(『節要』. 卷17, 高宗 39년 7월, p.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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遼陽의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재확인 받은 듯하다. 이후 

1252/1253년 洪福源이 고려에 출정하기 이전 다시 뭉케의 御前으로 

갔던 것으로 확인된다.102 뭉케는 자신의 즉위식에 참석했거나 그 이후에 

도착한 관원들을 임명하고, 관할지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고 신속히 

조정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103 洪福源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인구조사가 일반적으로 겨울에 진행되었던 것도 

洪福源이 御前에 나타났던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인구조사 이후 

군사작전을 취하는 通例와도 부합한다.104 이상을 내용을 토대로 洪福源 

통제 하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다만, “20만 

8천 6백여 명”이라는 인원수가 과연 洪福源 통제하에 있었던 고려인 

인원수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105  일단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수치는 몽골제국의 인구조사 수치이고, 

정확히는 壬子년 뭉케 시기 인구조사로 측정된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수치 전체가 洪福源 통제하의 고려인인지의 여부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적어도 洪福源 통제하의 인구수는 이 수치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 사료를 편찬하는 사가들이 

이 수치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몽골에서 통계를 낸 고려인 수치를 

피랍된 인구수라고 기록해버린 것이다. 이 수치가 고려 측으로 넘어간 

경로는 王綧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王綧은 1253년에 

고려로 돌아왔고, 뭉케로부터 遼陽의 고려인에 대한 일부 권한을 

획득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인구조사 수치가 고려 측으로 

전달된 듯하다. 

한편 뭉케 시기였던 1253년에 고려로 파견된 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전의 군사와 달랐다. 첫째로 군사의 구성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 우구데이 시기 파견된 사릭타이(Saliɣtai, 撒里台) 이래, 구육 

                                            
102 “原州民被擄入蒙古者還言, “阿毋侃,洪福源詣帝所言, ‘高麗築重城, 

無出陸歸款意.’ 帝命皇弟松柱帥兵一萬, 道東眞國, 入東界, 

阿毋侃洪福源領麾下兵, 趣北界, 皆屯大伊州.” (『節要』. 卷17, 高宗 40년 4월, 

p. 440). 
103 Juvaini/Boyle, p. 598 
104 Allsen, Mongol Imperialism, pp. 142-143, & p. 119. 
105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는 대체로 호를 단위로 진행되었는데, 이 인원수는 

명을 단위로 한다는 점이 걸린다. 이 경우, 백 단위 이하의 수치가 불분명하여, 

백호를 단위로 계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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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파견된 아무칸까지 몽골군의 元帥는 모두 探馬赤軍 관인이었다.106 

이와 달리, 1253년에는 동방 제왕 카사르의 아들 예쿠(耶虎, 也窟)에게 

원수의 직을 맡겼고, 휘하 군 역시 왕가의 군사에서도 차출하여 

편성하였다.107 둘째로 王綧이 몽골의 군사들과 함께 고려로 파견되었다. 

王綧은 사신으로 왔지만, 이후 동경에 진수하여, 당시 새롭게 복속했던 

고려인들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108  이는 종래 洪福源이 고려 

복속민을 통제힌 정책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109 그러나 王綧 임명 

이후에도, 복속한 고려인 전반에 대한 洪福源의 권한은 유지된 듯하다. 

그러던 중 1258년 몽골을 위해 28년간 싸워 왔던 洪福源은 王綧 

쿠레겐의 참소로 갑자기 처형당한다. 

王綧은 1241년 고려에서 왕자로 속여 몽골에 투르각으로 入質시킨 

인물이다.110 1241년 몽골에 入質한 이후1253년에 다시 몽골의 군사와 

함께 고려에 돌아오기 전까지 몽골에서의 그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111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그가 

몽골에 入質하여 카라코룸에 있었다는 점이 있다.112 카르피니의 기록에 

                                            
106 史衛民 . 「蒙古汗國時期的探馬赤軍」 . 白濱 等編 . 『中國民族史研究2』.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pp. 235-236. 칭기스 칸 이후 몽골은 

순차적으로 探馬赤를 파견했는데 이들 元帥들은 많은 경우 대칸의 코르치 

출신이었다 (松田孝一. 「河南淮北蒙古軍都万戸府考」. 『東洋学報』, 68, 3･4, 

1987. pp. 46-48). 고려 침공에 참여한 사릭타이 휘하 군사 구성에 관하여, 

松田孝一. 「モンゴル帝国東部国境の探馬赤軍団」. 『内陸アジア史研究』, 7･8, 

1992. pp. 95-107. 을 참조할 수 있다.  
107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p. 115. 
108“歲癸丑，高麗權臣高令公叛，憲宗命耶虎大王東征，綧奉旨為使講和，仍鎮守其

地，時高麗人戶新附者，就命綧總之” (『元史』卷一百六十六 列傳第五十三 

王綧, p. 3891). 
109 楊曉春, 「13-14世紀遼陽、瀋陽地區高麗移民研究」, p. 39; 王桂東, 達力扎

布, 「元代高麗裔洪氏家族研究」, p. 118. 
110 필자가 아는 한 몽골제국 시기 타인의 자식을 왕자로 속여서 몽골에 

入質하는 경우는 王綧의 사례에 외에도, 이스마일의 루큰 앗 딘 후르샤(Rukn 

al-Dīn Khūrshāh)가 자신 아들과 나이가 같은 타인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속여서 入質시켰던 경우가 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친자가 아님이 

바로 발견되어 송환되었다(Juvaini/Boyle, pp. 715-716). 
111 이정신, 「永寧公 王綧 연구」, p. 363. 
112 王綧이 투르각으로 몽골로 간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몽골에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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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王綧은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속국의 군장들과 함께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113  다음으로 王綧은 몽골의 황족과 혼인을 

했다는 점이 있다.114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1206~1259) 카라코룸으로 간 고려사신들」. 

『梨花史學硏究』 第57輯, 2018. p. 112). 일부 연구에서, 

『高麗史』(“永寧公綧之入質也 寓於福源 福源待之甚厚 久乃生釁 

綧積不平”(列傳卷第四十三 叛逆四 p. 818)의 기록에 근거하여, 王綧이 동경에 

있었다고 보는데, 이는 사실 王綧이 1253년 고려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적고 있는 것이다. 추가적인 증거를 들자면, 몽골에 王綧과 같이 入質 되었던 

蔡取和가 王綧을 꾸짖으며 “처자를 버리고, 公을 따라 絶域에 간 것은, 국가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다. 絶域은 매우 먼 곳을 지칭하는데, 

遼東에 위치하고 있는 東京이 고려에 있어 絶域이 될 수 없고, 카라코룸의 

경우 고려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絶域이 될 수 있다 (『高麗史』 卷九十 

列傳卷第三 宗室一 p. 40, “郎將蔡取和謂曰, 捐妻子從公絕域者, 欲安國家耳. 

今無一毫事利國, 與叛臣無異. 遂逃還. 逆竪鄭子明以告綧, 綧遣人斬殺之.”; 

『節要』 卷17 高宗 42年 3月 p. 447). 
113 카르피니의 기록 속의 ‘솔랑기의 수령’에 대하여, 일찍이 Louis Hambis가 

주석을 달았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柏朗嘉賓·魯布魯克. 耿昇, 何高濟 

譯. 『柏朗嘉賓蒙古行紀·魯布魯克東行紀』. 北京: 中華書局. 1985. p. 40 & p. 

123 주32). 이후 楊曉春 (「13、14世紀歐洲記載中的高麗」. 

南京大學韓國研究所 編. 『第五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研討會文集-中韓交流』 

(pp. 31-38). 香港: 華夏文化藝術出版社. 2005. p. 33) 은 당시 몽골에 入質된 

王綧으로 보았다. 그 이후 舒健(「也談《柏朗嘉蒙古行紀》所記高麗王子」. 

『中國邊疆史地研究』, 18, 3, 2008. p.125)은 楊曉春(2005)의 의견을 

반박하며, 王綧은 洪福源과 같이 있었고, 또한 지위가 낮아 고종을 대표하여 

즉위식에 고종을 대표하여 참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舒健은 대신 “솔랑기의 

수령”으로 王佺을 지목했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적어도 

지위에 있어, 王綧은 고려의 왕자로 몽골에 入質되었고, 지위상으로 왕전보다 

높았다. 사실, 王綧과 왕전은 族兄弟여서, 지위상의 고하를 논하기 어렵다. 

추가로 『몽골제국 기행』, p. 66 주 3참조할 수 있다. 당시 몽골에서 王綧의 

신분은 고려 왕자로 지위에서 낮은 지위라고 하기 어렵다. 王綧은 당시 경우 

카라코룸에 있었고, 洪福源조차도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14 王綧과 몽골황족의 혼인관계에 자체에 대하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했었다. Henthorn (the Mongol Invasions, p. 118 주석 3)은 王綧과 

혼인한 몽골 공주가 뭉케의 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료에서는 단지 몽골 황족이라고 기술 되었을 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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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綧이 몽골 황족과 혼인을 맺은 것은 당시에 그는 고려 왕자로 고려 

왕좌 계승 후보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115  앞에서 언급했듯이, 

王綧은 1253년 예쿠가 이끄는 군사와 함께 고려로 돌아왔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몽골 황족과 혼인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王綧은 

예쿠가 회군할 때 함께 몽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1253년 12월, 

고려에서는 高宗의 아들 王淐을 몽골에 사신으로 보내 친조의 의무를 

행했는데, 王綧·王綧 妃·王綧 妃母에게 모두 선물을 준비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이미 혼인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116 

王淐이 몽골에 도착했을 때, 뭉케는 王綧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王淐을 

후대해 주었는데 바로 이 사신단의 도래와 함께 王綧의 신분이 밝혀져 

버렸다. 117  뭉케는 즉시 王綧을 추궁했고, 王綧은 자신이 당시에 아직 

어렸기 때문에 본인이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入質 

당시 사신으로 함께 온 최린에게 하문하라고 하였다. 최린은 자신이 

이전에 올린 표문에서 王綧을 모두 “親子”가 아닌 “愛子”로 표기한 

                                                                                                               

家系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없다. 
115 王綧의 처에 따르면 王綧과 자신의 혼인은 王綧이 고려 왕족이었고 대칸의 

명을 받아 혼인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我皇族也, 帝以公爲高麗王族, 

而嫁之. 妾以是朝夕恪勤, 無貳心”. 『高麗史』卷九十 列傳卷第三 宗室一, p. 

40). 
116 “遣安慶公淐如蒙古. 初, 宰樞請遣淐乞班師. 王不允. 參知政事崔璘獨奏曰, 

“愛子之情, 無貴賤, 一也. 然不幸有死別者矣. 殿下何惜一子乎. 今, 

民之存者十二三. 蒙兵不還, 則民失三農, 皆投於彼. 雖守一江華, 何以爲國.” 

王不得已而頷之. 宰樞欲使僕射金寶鼎從安慶公以行, 王以璘代之. 凡進奉及饋遺 

蒙古諸官人 永寧公 妃主 妃母 洪福源 等 金銀布帛, 不可勝計. 府庫皆竭, 

科斂百官銀布，以充其費.” (『節要』 卷17 高宗 40年 12月, p. 443). 
117“安慶府典籤閔仁解還自蒙古曰，“公初至蒙古，帝以為實永寧公綧母弟，禮待甚

厚. 黃驪人閔偁訴於帝曰，‘綧非王親子. 且高麗族誅李峴，降城官吏，亦皆誅殺.’ 

帝謂綧曰，‘汝前稱王子，何哉.’ 

對曰，‘臣少養宮中，以王為父，以后為母，不知非眞子也. 

今來使臣崔璘實前日率我入質者也. 請問諸璘.’ 帝以問璘. 對曰, 

‘綧乃王愛子，非眞子也. 前進表章皆在，可驗.’ 帝曰，‘愛子與親子異乎.’ 

曰，‘愛子者, 養人之子以為己子也. 若所生子, 則何更稱愛乎.’ 

帝驗前表，皆稱愛子. 

帝然之，不問，謂綧曰，‘汝雖非王子，本是王親，久處吾土，已為吾黨，更何歸

哉.’ 奪阿毌侃馬三百匹，賜之.” 使車羅大主東國，乃以兵五千來.” (『節要』 

卷17 高宗 41年 7月 pp. 4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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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언급하며, “愛子”는 남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는 것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하지만 뭉케는 몽골에서 이미 몽골 황족과 혼인하여 

쿠레겐이 되었고, 자신의 對고려 정책의 중심에 있게 된 王綧에 대해 

회유할 수밖에 없었다. 1241년 入質부터 1254년까지 13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王綧의 신분이, 王綧이 몽골 황족과 혼임함과 거의 

동시에 밝혀진 것에 대하여 고려 조정의 의도적직 폭로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보정 대신 최린을 사신으로 파견하고, 

최린이 뭉케에 奏對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심은 더욱 깊어 진다.118 

이는 몽골제국 전대미문의 사기극이, 몽골 측의 사료에서 王綧의 

“族子”를 명시하면서도 그의 혼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제2절 王綧, 高麗國王과 洪茶丘 
 

뭉케가 王綧을 중심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고려지배는 시작하자마자 

좌절을 맞았다. 그러나 뭉케는 王綧이 비록 왕자가 아니더라도, 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對고려 정책을 전개하고자 했다. 王綧을 東京에 

주둔시킴으로써, 종래 洪福源으로써 고려 복속민을 통제하게 하는 

정책을 바꾸고, 王綧을 東京의 한 세력으로 구축한 것이다. 119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몽골이 王綧을 동경에 주둔시켜 새롭게 복속한 고려인을 

통령하게 함으로써 洪福源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王綧을 고려로 파견하고, 東京에 주둔시킨 것은 

어디까지나 몽골의 고려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그러한 견해는 이후 

                                            
118 김보정과 최린 모두 1241년 王綧 入質의 사신단에 있었다 (“夏四月. 

以族子永寧公綧稱爲子, 率衣冠子弟十人, 入蒙古, 

爲禿魯花，遣樞密院使崔璘將軍金寶鼎左司諫金謙伴行. 禿魯花，華言質子也” 

『節要』 卷16 高宗 28年 4月, p. 427). 하지만 직적까지 몽골에 사신으로 

계속 파견되었던 김보정 대신, 1243년 이후 몽골에 사신을 파견된 적이 

없었던 최린을 굳이 선택한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몽골에 파견된 사신과 

파견된 시기에 관하여,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pp. 165-168, 표 3-2를 참조할 수 있다. 
119 다만 王綧이 동경 지역에 주둔하여, 새롭게 복속했던 고려민을 통제하게 된 

것이 과연 王綧의 신분이 밝혀지기 이전인지 혹은 이후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신분이 밝혀진 이후, 동경에 주둔하고 있던 아무칸의 말을 王綧에게 준 

것 또한 王綧의 주둔이 이때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듯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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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綧과 洪福源의 분쟁 속에서 洪福源이 속수무책으로 처형되었다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1253년에 이어 1255년 王綧 쿠레겐이 재차 

고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위상은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신분이 밝혀진 이후 王綧의 對고려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王綧은 

고려로 귀환하였고, 그와 함께 투르각으로 몽골에 갔던 弓箭陪(코르치, 

qorči) 蔡取和는 王綧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다.120 蔡取和는 그의 행실이 

역적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하고 고려로 도망쳤고, 王綧은 사람을 보내 

그를 죽였다.121 이후 王綧은 고려 침공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122  

1258년 뭉케가 六盤山에 주둔하고 각 지방의 장관들이 覲見을 

하고자 도래했다. 123  洪福源 대신 그의 아들 洪茶丘(또는 洪察忽)를 

고려에 파견한 이후 王綧과 洪福源 모두 뭉케의 御前에 갔었던 것으로 

보인다. 124몽골로 와서 王綧에게 의탁한 고려인 李綢는 洪福源이 나무 

인형(木偶人)을 땅에 묻거나 우물에 던져 저주하는 것을 보고, 뭉케에게 

상주했다. 뭉케가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자, 洪福源은 아들의 병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洪福源이 王綧에게 이는 “기르던 개가, 

주인을 문는 것”이라 비난하였는데, 王綧의 몽골 황족인 처가 이를 

듣고 이를 칭기스 일족에 대한 모욕으로 뭉케에게 상주하였다. 그 결과 

洪福源은 뭉케가 파견한 勅使에 의해 蹴殺되었다.125  

                                            
120 고려 측의 弓箭陪 용례에 관하여, 森平雅彦, 『モンゴル覇権下の高麗』, pp. 

157-160.를 참조할 수 있다. 
121 “北界兵馬使報永寧宮綧隨蒙兵還. 綧在楊根時，弓箭陪郎將蔡取和謂曰, 

捐妻子從公絕域者, 欲安國家耳. 今無一毫事利國, 與叛臣無異. 遂逃還. 

逆竪鄭子明以告綧, 綧遣人斬殺之.” (『節要』 卷17 高宗 42年 3月 p. 447). 

王綧의 행실이 여전히 고려왕실에 충성하는 하는 蔡取和가 보기에 역적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또한 王綧은 왕자가 아니어서, 고려 신민을 통치할 

정당성과 호소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122 이정신, 「永寧公 王綧 연구」, pp. 371-372. 
123 “[八年] 夏四月，駐蹕六盤山，諸郡縣守令來覲.” (『元史』 卷三 本紀第三 憲

宗 p. 51). 
124 “[八年] 三月，命洪茶丘帥師從劄剌䚟同征高麗.” (『元史』 卷三 本紀第三 憲

宗 p. 51); “戊午，福源遣其子茶丘從扎剌台軍，會高麗族子王綧入質，陰欲併統

本國歸順人民，譖福源于帝，遂見殺，年五十三.” (『元史』 卷一百五十四 列傳

四十一 洪福源, p. 3628). 
125 “四十五年, 福源密令巫, 作木偶人, 縛手釘頭, 埋地或沈井呪詛. 校尉李綢, 嘗

逃入元, 依綧覘知之以奏, 帝遣使驗之. 福源曰, “兒子病虐, 故用以厭之耳, 非有他

也.” 因謂綧曰, “公受恩於我久矣, 何反使讒賊, 陷我耶? 所謂所養之犬, 反噬主



 

 33 

몽골제국에서, 저주와 칭기스 일족에 대한 무례는 모두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죄였다. 126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王綧의 참소로 

洪福源이 죽음을 당했다는 『元史』의 기록은 적절한 듯하다. 王綧 

쿠레겐이 洪福源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물론 그가 뭉케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배경이 있지만, 그가 몽골의 황족과 혼인을 통하여 

칭기스 일족의 구성원이 되었기에 신부의 폭도에서도 생존하고 정적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하다. 王綧에 대한 무례는 

곧 칭기스 일족에 대한 不敬이 되는 것이다. 이후 王綧은 東京에 있는 

복속한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였고, 그 지위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王綧 쿠레겐의 권력이 막 정점을 찍었을 때, 1259년 그의 가장 큰 

정치후원자인 뭉케와 고려 高宗이 연이어 사망하며 몽골과 고려의 

관계가 또 다시 급변하기 시작했다. 쿠빌라이의 조정에서 고려 국왕의 

인선을 모색할 때, 고려의 대신들 중에서 王綧이 ‘국왕’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등장했다. 127  어쩌면 이 당시가 

                                                                                                               

也.” 綧妻蒙古女也, 聞其語聲甚厲不遜, 呼譯者具問, 大怒呵福源伏於前, 切責曰, 

“汝在爾國, 爲何等人?” 曰, “邊城人.” 又問, “我公爲何等人?” 曰, “王族.” 曰, 

“然則眞乃主也, 汝實爲犬, 反以公爲犬噬主, 何哉? 我皇族也, 帝以公爲高麗王族, 

而嫁之.妾以是朝夕恪勤, 無貳心. 公若犬也, 安有人而與犬同處者乎? 吾當奏帝.” 

遂詣帝所. 福源號泣, 叩頭乞罪, 綧追止之, 不及. 福源傾産, 備賄貨與綧, 倍道追

之, 中途遇勑使. 勑使卽令壯士數十人, 蹴殺福源, 籍沒家産, 械其妻及子茶丘·君

祥等以歸. 福源諸子, 憾父之死, 謀陷本國, 無所不至.” (『高麗史』 卷九十 

列傳卷第三 宗室一, p. 40). 
126 구육·뭉케 시기, 저주의 죄목으로 처형된 자들의 사례에 관하여, 

Juvaini/Boyle, pp. 246-247을 참조할 수 있다. 칭기스 일족에 대한 무례로 

처형된 사례를 들자면, 가장 먼저 『秘史』 제245절 옷치긴과 텝 텡그리의 

충돌, 제276절 바투와 구육이 연회에서 다툰 이후, 다툼에 참여한 하르카순에 

대한 처벌을 상기할 수 있다. 또 테무르 마릭은 칭기스 일족과 대화할 때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구데이의 6남 카단에 의해 처형되기도 했다 

(Juvaini/Boyle, p. 95). Rachewiltz(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A 

Mongolian Epic Chronicle of the Thirteenth Century. Vol. 1-2. Leiden: Brill. 

2004. pp. 1015-1016) 는 제276절의 상황을 칭기스 일족에 대한 不敬罪 

(lèse majesté)로 구분하고 있다. 洪福源이 蹴殺된 것과 유사하게, 칭기스 칸 

초상에 대한 不敬罪로 체르니고프의 왕공 미카엘도 蹴殺될 뻔했다 (몽골제국 

기행』, pp. 54-55). 
127 “流刑部侍郞李凝于遠島, 初, 凝從王如燕京, 謂永寧公綧曰, ‘公若欲爲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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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綧이 고려 왕좌와 가장 가까웠던 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대칸 뭉케에게 入朝간 갔다가 뭉케 사후 자신에게 오기로 결심한 王倎에 

고려의 왕좌를 주어 王倎을 고려왕으로 임명하여 고려를 회유하려고 

했다. 128  王綧도 쿠빌라이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이 

경쟁에서 배제되었다. 쿠빌라이는 즉위 이후, 王綧에게 金符總管 자리를 

주고, 군민을 모두 다스리게 했다. 또한 王綧은 고려로부터 尙書令 직을 

제수받았다. 129  王綧은 비록 고려 왕좌를 놓쳤으나 그 지위는 여전히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뭉케의 급사로 王綧은 몽골 내부 최대의 후원자를 잃었고, 

쿠빌라이 시기 洪福源의 아들 洪茶丘의 부상으로 王綧의 위상은 곧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261년 洪茶丘는 쿠빌라이에 상주하여 부친 

洪福源의 직위를 계승했다. 130  그 결과, 동경의 복속한 고려인에 대한 

王綧의 통제는 다시 洪福源과 王綧이 병립했던 시기의 상황으로 

돌아갔다. 1262년 王綧은 이단의 반란 진압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王綧이, “真金은 中書令이고, 나는 고려의 

尙書令이어서, 황태자와 秩이 같다”고 말했다며 洪茶丘가 상주한 결과, 

곧 통솔하던 병마까지 박탈당했고, 洪茶丘가 다시 모든 복속한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131  이러한 전개는 王綧이 洪福源을 

                                                                                                               

誰曰不可.’ 故及.” (『節要』 卷18 元宗 元年 6月, p. 466). 
128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pp. 83-92. 
129 "’真金太子, 中書令也, 永寧公, 高丽尚書令, 故自謂秩等于皇太子’. 帝大怒奪所

領兵馬, 令茶丘管領歸附高麗軍民總管." (『節要』 卷18 元宗 4년 3월, p. 468). 

다만 그 제수된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고려 尙書令은 종1품직이며, 고려 

현종 시기부터 종친에게만 제수되는 명예직이다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 서울: 一潮閣. 1971. pp. 69-70). 고려 尙書令으로 

제수된 종친에 관하여, 朴龍雲. 『高麗時代尙書省硏究 』 . 서울: 景仁文化社. 

2000. p. 60. 尙書令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표에서는 王綧을 

尙書令으로 수록하고 있지 않다.  
130 “中統二年秋，茶丘雪父冤，世祖憫之，詔諭之曰，‘汝父方加寵用，誤絓刑章，

故於已廢之中，庸沛維新之澤，可就帶元降虎符，襲父職，管領歸附高麗軍民總管

“.(『元史』 卷一百五十四 列傳四十一 洪福源傳, p. 3629). 
131  真金이 1261 년에 領中書省事로 책봉되었고, 1262 년에 守中書令으로 

책봉되었다. “[中統二年] 十二月庚寅，詔封皇子真金為燕王，領中書省事”. (『元

史』 本紀第四 世祖一, p. 76). “[中統三年]十二月甲寅，封皇太子真金為燕王，

守中書令”. (『元史』 本紀第五 世祖二,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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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했을 때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진김이 중서령으로 책봉된 것이 

1262년의 일이고, 고려 측에서 이 소식을 1263년 3월에 받은 것을 

보면, 王綧의 실각은 진김이 中書令으로 책봉된 이후, 곧바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132  1267년 몽골은 새롭게 설립한 瀋州를 王綧에게 

맡겼다. 133  이로써 몽골은 1253·1254년 王綧이 새롭게 복속한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 받으면서 출현했던 고려 복속민 통제권에 

대한 경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후 王綧의 행적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 

일부는 찾아볼 수 있다. 1263년에서 1267년 사이 王綧은 쿠빌라이의 

케식에서 근무한 듯하다. 최소한 대칸의 御前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34  1270년 고려에서 일어난 林衍의 반란으로 王綧은 고려에 

                                            
132  楊 曉 春 은 洪茶丘가 쿠빌라이에게 상주하여 王綧을 실각시킨 뒤 다시 

按撫高麗軍民總管이 된 시점을, 『元史』· 「 地理志 」 의 기록을 따라, 

1263년으로 보고있다 (楊曉春 . 「明朝揚州高麗軍職世家與元初高麗降民」. 

『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第十四辑)』, 58-65. 2001. p. 62). 하지만, 이 

시기를 1267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한데, 이에 관하여, 다음의 주를 

참조할 수 있다. 
133 『元史』의 본기에서 1266년, 瀋州를 설립하여 고려 복속민을 두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至元三年] 二月，立瀋州以處高麗降民”. 『元史』 卷六 

本紀第六 世祖三 p. 110). 『元史』· 「 地理志 」 는 

“中統二年，改為安撫高麗軍民總管府. 及高麗舉國內附, 四年, 

又以質子綧為安撫高麗軍民總管, 分領二千餘戶，理瀋州.” (『元史』 卷五十九 

志第十一 地理二 瀋陽路, p. 1399) 여기서의 “四年”은 中統4년(1263) 또는 

至元4년(1267)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전자일 경우, 王綧이 1262년 

12월 이후에서 1263년 4월 이전에 군사권이 박탈된 이후, 바로 다시 

安撫高麗軍民總管으로 임명되었다는 전개가 되어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후자일 경우에는 至元4년(1267)에 복귀한 것이 되어 本紀의 내용과도 

부합하게 된다. 다만 유일하게 남은 것이 “高麗擧國內附”의 시기 상정하는 

가의 문제이다. 한편 “質子”가 보이는 것은 王綧이 다시 투르각으로 케식에서 

근무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해당 시기 고려에서 추가로 투르각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상황 설명에 부합한다. 
134 “五年, 蒙古徵王入朝, 王命宰相會議, 皆持疑未決. 藏用獨曰, “王覲則和親, 否

則生釁.” 金俊曰, “旣就徵, 萬一有變, 乃何?” 曰, “我以爲必無事也. 脫有變, 甘

受孥戮.” 議乃定.遂從王入朝.時永寧公綧在蒙古,言, “高麗有三十八領, 領各千人, 

通爲三萬八千人. 若遣我, 當盡率來, 爲朝廷用.” 史丞相召藏用, 至中書省問之, 

藏用曰, “我太祖之制, 盖如此. 比來, 死於兵荒, 雖曰千人, 其實不然. 亦猶上國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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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했으나, 같은 해 11월 질병으로 귀가했다. 사직 이후에는 王綧과 

고려왕실의 관계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35 하지만 王綧의 만년에 

두 개의 큰 타격을 입었다. 하나는 1270년 삼별초의 난 때, 洪茶丘의 

선공으로 王綧의 형인 王溫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136  다른 하나로, 

1281년 일본 침공에 참여했던 그의 아들 아라 테무르(Ara Temür, 

阿剌怗木儿, 王雍)가 몰사했는데, 함께 출정했던 洪茶丘는 간신히 나마 

목숨을 구했다. 잇따른 타격에 그는 2년 뒤인 1283년에 그도 죽었다.137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洪茶丘의 按撫高麗軍民總管府와 王綧의 

按撫高麗軍民總管府의 문제이다. 138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두 

총관부는 하나는 遼陽故城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瀋州를 

근거지로 하였다. 이 두 총관부는 1296년 하나의 

瀋陽等路安撫高麗軍民總管府로 합병되는데, 이는 행정구조 상의 

합병이지, 두 총관부의 실질적인 합병은 아니었다. 1352년에 세워진 

『瀋阳路城隍廟記元至正十二年』의 碑陰에 있는 『瀋陽路城隍廟功德官員

題 名 誌 』 의 기록에서도 두 총관부가 제국의 마지막까지 존속했고, 

여전히 洪氏 총관은 王氏 총관보다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139  그리하여 이 두 세습 총관부가 虛設이었다는 주장은 쉽게 

                                                                                                               

戶牌子頭, 數目未必足也. 請與綧東歸點閱, 綧言是, 斬我, 我言是, 斬綧.” 綧在側, 

不敢復言. 又問高麗州郡戶口幾何, 曰, “不知.” 曰, “子爲國相, 何爲不知?” 藏用

指窓欞曰, “丞相以爲凡幾箇?” 丞相曰, “不知.” 藏用曰, “小國州郡戶口之數, 有司

存, 雖宰相, 焉能盡知.” 丞相黙然.” (『高麗史』 列傳卷十五 李藏用傳, p. 256). 
135 이정신, 「永寧公 王綧 연구」, p. 386. 
136 “元宗十一年, 三別抄叛, 逼溫爲王, 據珍島. 蒙古遣綧子雍·熙等來討, 

綧囑雍、熙曰, “救溫死.” 及破珍島, 洪茶丘先入, 殺之及其子守司徒桓. 

(『高麗史』 卷九十 列傳卷第三 宗室一, p. 40). 
137 “至元七年, 高麗臣林衍叛, 世祖遣頭輦哥國王討之, 綧簽領部民一千三百戶, 

與國王同行. 是年十一月, 以疾辭還, 家居. 二十年九月, 卒, 壽六十一” (『元史』 

卷一百六十六 列傳五十三 王綧傳, p. 3891). 
138 이 두 총관부는 처음에는 명칭이 같았으나, 별도의 두 총관부였다. 역참의 

기록에서 洪氏의 총관부는 按撫高麗總管府로, 王氏의 총관부는 

瀋州高麗總管府로 별도로 표기되어 있었다 (楊曉春. 「元代瀋陽路的機構設置

及其變化」, pp. 75-76.) 
139 『瀋陽路城隍廟功德官員題名誌』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 北村秀人. 「高麗時

代の瀋王についての一考察」. 『人文研究 』, 24, 10, 1972. (pp.115-116 & 

pp. 142-143 주 31 참조); 楊曉春. 「瀋陽元至正十二年《城隍廟記》 

碑陰官員題名的初步分析」. 『元史及北方民族史研究集刊(第十八輯)』,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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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140  몽골인이 大都에서 철수하고 明의 세력이 

해당 지역에 들어온 이후, 요양의 고려인 세력 중 일부는 揚州府로 

이전되었고, 明代 내내 세습 군관으로 있었고, 그 중에서는 洪福源의 

후예로 추정되는 洪氏 千戶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141 

王綧은 몽골제국의 첫 고려 쿠레겐으로 몽골제국의 對고려 정책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인물이다. 王綧 쿠레겐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몽골제국의 속국정책과 고려 

왕가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다. 다시 글의 맨처음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돌아가면 1269년 王諶이 승부수로 던진 몽골 황실에 

대한 청혼은 어떻게 이루어진 발상이었는가? 물론 王諶은 몽골 조정에 

체류하며 몽골의 속국정책과 쿠레겐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려 왕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謀臣이 

이러한 승부수를 제안했을 때 가장 생생했던 王綧 쿠레겐의 경험은 분명 

상기되었을 것이다. 王綧 쿠레겐은 쿠레겐의 신분으로 몽골 내 고려인 

영주인 洪福源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왕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뭉케의 지지와 쿠레겐의 신분 덕분에 고려 왕좌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는 뭉케의 급사 탓에 즉위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세력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王綧을 능가하는 

洪茶丘의 부상으로 王諶은 더욱 더 제국의 권력의 핵심층으로 진입할 

것을 원하게 되었다. 그 지름길은 바로 王綧 쿠레겐처럼 칭기스 일족의 

쿠레겐이 되는 것이었다. 고려의 왕족으로서 그는 王綧과 洪茶丘에게는 

없었던 이점을 갖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몽골제국은 

속국들의 상층을 자신의 정치 질서 속으로 끊임없이 포섭해다. 

또한 王綧을 몽골제국 전반에서 검토해보자면, 王綧은 우구데이 말기 

카라코룸에 케식으로 간 많은 속국의 ‘왕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오기승. 『 13-14世 紀  麗 蒙  接 境 地 域  高 麗 人  勢 力  硏 究 』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pp. 88-9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40 楊曉春. 「元代瀋陽路的機構設置及其變化」. 『中國歷史地理論叢』, 23, 1, 

2008. p. 77. 특별히 瀋陽等路安撫高麗軍民總管府의 治所가 遼陽故城에서 

瀋州로 이동했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 地理志 」 에서 명확히, 

여전히 治所는 遼陽故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41 楊曉春. 「明朝揚州高麗軍職世家與元初高麗降民」, pp.63-64; 楊曉春. 

「13-14世紀遼陽、瀋陽地區高麗移民研究」, p. 45. 몽골 시기 이후, 요양에 

있었던 고려인의 동향에 관하여, 楊曉春. 「13-14世紀遼陽、瀋陽地區高麗移民

研究」, pp. 41-4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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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몽골에 머물면서 몽골제국의 제국문화에 익숙해가고 제국의 

질서에 편입되어 가며, 속국 내의 친몽골 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몽골제국 대칸들의 정책에 따라, 이들은 혹은 몽골에 장기 체류하고 

혹은 몽골 군사와 몽골 부인과 함께 자신의 속국으로 돌아가 왕좌 

경쟁을 벌였다. 몽골의 군사적인 우세에 힘입은 덕분에 이들은 왕좌를 

장악하거나 혹은 타협하여 “이중 통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들의 

거취는 모두 몽골 대칸의 천막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에 속국은 몽골의 

정치질서에 점점 더 잠식되었다. 쿠레겐이었던 王綧도 고려에 대한 

“이중 통치”를 실시하거나 나아가 고려 왕좌에 앉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王綧 쿠레겐은 몽골제국에 있어 고려 군주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단이자, 언제든지 왕좌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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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몽골제국의 속국지배와 통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 

글의 제1장의 제1절에서는 먼저 몽골제국의 속국정책과 그 수단을 

검토했다. 몽골제국의 속국정책의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몽골제국의 속국 지배 수단인 君長親朝와 子弟入質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몽골은 이같은 지배 수단들을 통하여 속국들의 군주들의 충성경쟁을 

야기하고, 속국지배를 실현헸다. 제2절에서는 기존의 속국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몽골제국의 칭기스 일족과 속국 왕족간의 통혼을 살펴보았다. 

몽골제국 초기 칭기스 일족과의 통혼은 率先歸附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구육·뭉케 시기 이러한 색채는 퇴색했고, 속국지배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로 자주 사용되었다. 구육에서 쿠빌라이 시기에 

이르는 시기 몽골제국의 칭기스 일족과 속국 왕족간의 통혼은 몽골제국 

전반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제1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제2장에서는 뭉케의 對고려 정책의 전환과 

王綧 쿠레겐의 부상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우선 몽골제국의 

고려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관점들을 검토하고 몽골의 對고려 정책의 

간략히 살펴보았다. 몽골의 첫 고려 왕족 쿠레겐인 王綧이라는 인물이 

사료 기록으로 인한 선입견과 뭉케 사후 몽골의 對고려 정책 중심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王綧은 출신상 비록 

父系로는 고려 왕실과 거리가 멀었지만, 인척관계로는 아주 가까웠다. 

1241년 왕자라고 숨겨 투르각으로 몽골에 入質한 된 王綧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洪福源이라는 인물에 주목했다. 뭉케 시기 對고려 정책의 

전환 이전, 洪福源은 시종 몽골의 고려정책의 핵심에 있었다. 하지만 

뭉케 시기 對고려의 전환으로 첫 고려 왕족 쿠레겐이 출현했다. 그러나 

뭉케의 고려정책은 시작부터 좌절을 겪었다. 王綧은 거의 쿠레겐이 되는 

동시에 신분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王綧에 대한 뭉케의 지지는 

계속되었다. 제2절에서는 신분 폭로 이후 王綧의 정치행적에 주목했다. 

신분이 드러난 이후 고려에 대한 王綧의 태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또한 1258년 王綧 쿠레겐은 자신의 쿠레겐 신분을 통하여 洪福源을 

제거하고 몽골에 복속한 모든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1259년 뭉케의 급사로 인하여 王綧의 지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洪茶丘의 부상으로 장악했던 복속한 고려인에 대한 통제권도 박탈당했다. 

이후 瀋州에 대한 통제권은 회복되었으나, 점차 몽골의 對고려 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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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갔다. 이처럼 비록 王綧 쿠레겐의 정치적 지위는 뭉케의 

사망으로 급격히 추락했지만 王綧 쿠레겐과 洪福源의 권력 투쟁은 이후 

고려국왕과 홍씨 일가의 권력 투쟁의 前奏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1269년 王諶이 쿠빌라이에게 통혼을 요청했을 때, 

王綧과 洪福源의 권력투쟁을 머리 속에서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쿠빌라이가 이 청혼을 수락함에 있어서도, 뭉케 시기 이미 혼인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경험에서 영향을 전혀 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258년에서 1260년 王綧 쿠레겐의 지위는 지극히 높아졌고, 고려의 

왕좌에도 닿을 수 있었을 정도에 이르렀다가, 뭉케의 급사로 인하여 

王綧의 정치적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洪茶丘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을 계기로 하여, 王綧은 더이상 고려 왕좌에 대해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洪茶丘라는 인물의 부상으로 고려 왕가는 막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고, 王綧이 몽골 황족과의 혼인으로 洪福源을 

압도했듯이, 고려 왕가는 쿠틀룩 켈미시의 혼인을 통해서야만 洪茶丘에 

대한 압도적인 우세 점유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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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蒙古帝國的高麗政策與王綧的政治位相 
 

金雄鶴 

 

首爾大學 東洋史學科 碩士研究生 

   
 

蒙古帝國的眾多屬國中高麗尤顯重要。對於蒙古帝國的高麗政策，既有

研究偏重忽必烈時期對高麗政策之轉折，並以忠烈王與忽都魯揭里迷失之婚

姻為蒙麗聯姻之始，遂成通說。然而，蒙麗通婚早在蒙哥汗時期便以結成，

蒙古帝國第一位高麗駙馬便是王綧。本文欲以“整體性取向”與“蒙古式觀

點”，聚焦蒙哥汗時期高麗政策主軸王綧。 本文由兩部分組成。第一部分，

在首先對蒙古帝國的屬國政策做一整體之考察的基礎上，具體分析蒙古的高

麗政策。第二部分，通過分析蒙哥汗時期王綧、洪福源與高麗國王之間的鬥

爭關係，欲具體考察王綧政治位相之起伏。 

第一部分，首先考察蒙古帝国的屬國政策。蒙古帝国的屬國政策有四個

明顯的特點，第一、屬國直屬大汗，第二、對屬國存其社稷，依其本俗，第

三、課以六事，第四、分而治之，二重統治。既有研究已經指出，蒙古大汗

以尤以六事中君長親朝與子弟納質確認屬國君主的忠誠，扶植親蒙古之勢

力，決屬國之王座於帳內，但對蒙古屬國政策中通婚這一層面關注不足。蒙

古帝國時期通婚是一種重要的屬國政策之一，如成吉思汗時期的汪古部與畏

兀兒、貴由時期的小亞美尼亞與魯木、蒙哥時期的羅斯與高麗、忽必烈時期

的薩迦款氏，皆是其例。然與成吉思汗時期，同屬國之通婚皆與大汗家相結

不同，貴由至忽必烈時期所形成的通婚關係似多是在大汗令下，與有聯繫的

黃金氏族結成。王綧的婚姻便是產生於這一背景之下的，作為蒙哥時期對高

麗政策的一環而結成的蒙麗間第一次通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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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部分，首先簡單回顧既有研究觀點，並簡要考察蒙古的對高麗政

策。前人研究雖有言及王綧與蒙古黃金氏族之婚姻關係，然並未能充分關注

其重要性。其原因有二，一者，因史料明言王綧並非王子而生成見，再者，

系蒙哥以後王綧權勢崩解而淡出視線。王綧父系上雖與高麗王室疏遠，但通

過姻親卻與高麗王室十分親近，因故1241年高麗以族子王綧為王子充禿魯

花。然為研究王綧，在此有必要同時關註一下洪福源。蒙哥時期調整對高麗

政策之前，洪福源始終為蒙古高麗政策之核心。然而隨著蒙古時期高麗政策

的調整，出現了第一個高麗駙馬，對高麗政策的支點也開始挪移。不過蒙哥

的高麗政策剛一起航便直受挫。王綧在成為駙馬的同時，其身份便被曝光。

但蒙哥仍決定支持王綧。身份曝光以後，王綧對高麗的態度開始轉變。且以

黃金氏族駙馬的權勢除去了政敵洪福源，完全掌握了對東京高麗人的控制

權，其權勢甚可匹敵高麗國王。然而1259年隨著蒙哥驟逝，王綧的政治地位

迅速惡化，並且隨著洪茶丘的崛起，其對高麗人的控制權葉被剝奪。以後雖

另立瀋州保存部分勢力，但卻不再是蒙古對高麗政策的主角。王綧駙馬與洪

福源的權利鬥爭可以被看作是高麗王室與洪氏一族一系列權利鬥爭的前奏。 

1258年至1260年之間，王綧駙馬權勢達到頂峰，高麗王座也似唾手可

得。然隨著蒙哥的驟逝與忽必烈掌權，王綧首先於1260年被排除出高麗王座

之外，此後又被剝奪對東京高麗人之控制權,在與洪氏鬥爭中也總是處於下

風，雖保留部分勢力，但人到晚年遭逢重創，黯然離世。 

 

 

 

關鍵詞 : 蒙古帝國，屬國，駙馬，王綧，洪福源，洪茶丘，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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